
5월 19일오전 10시송공단추념식

오전 11시임진동래의총제향봉행

지난해동래기영회주관으로열린 릫송공단추념식릮(사진왼쪽)과동래문화원이주관한 릫임진동래의총제향릮모습

임진왜란 발발 제427주기를 맞아 5

월 19일 동래성을지키다순절한선

열을 기리는 행사가 엄숙하고 경건

하게거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재)동래

기영회(이사장 이규상) 주관으로

송공단에서 릫제427주기 송공단 추

념식릮이 기관단체장, 기영회 회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마련된다.

릫송공단릮(부산광역시기념물제11

호)은 1742년(영조 18) 동래부사

김석일이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

상현공이순절한정원루옛터에설

치한단(壇)이다. 송상현공을비롯

해임란당시순절한여러선열들을

모시고 있는 이곳에서 동래기영회

는 동래읍성이 함락된 매년 음력 4

월 15일 추념식을거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오전 11시부터는 동래

구가 주최하고 동래문화원(원장 박

혜숙)이 주관하는 릫제427주기 임진

동래의총 순절용사제향릮이 금강공

원 내 임진동래의총(부산광역시 기

념물 제13호)에서 기관단체장, 유

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봉행된다.

이번 제향은 개제선언, 초헌관 분

향, 참례자 배례, 초헌관 헌작, 독

축, 아헌관과 종헌관 헌작, 낙시합

독, 음복례, 헌관재배, 참례자 분향,

일동배례, 폐제선언 순으로 예식이

진행된다.

릫임진동래의총 순절용사 제향릮은

1592년 음력 4월 15일 임진왜란 때

왜(倭)의 대군을 맞아 나라의 관문

인 동래읍성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해 용감하게 싸우다 중과부적

으로성의함락과함께장렬히순국

한 무명용사들의 위업을 추모하고

국난 극복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자매년제향을지내고있다.

동래기영회(554-3161)

동래문화원(555-1441)

성년의날, 우리함께축하해요

5월 20일전통성년례거행

4월 30일까지참가자모집

지난전통성년례에참가한성년대상자들이성년선언을하고있다.

제47회 성년의 날을 맞아 동래구

는 오는 5월 20일 오전 10시30분

부터 동래향교에서 전통성년례를

거행한다. 이날 구청장, 성년례

대상자 20여 명과 주민등이참석

한 가운데 모범청소년과 청소년

육성유공자 표창 등 성년의 날 기

념식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전통

성년례를 치른다. 전통성년례를

주관하는 빈자에는 동래향교 이

도희 전교와 김선영 여성유도회

장이맡는다.

이에 앞서 동래구는 전통성년

례 참가 희망자를 4월 30일까지

모집하고있다.

대상은 동래구민 중 만19세

(2000년생)이상 만24세(1995년

생)이하 20명(남녀 각 10명)이

며, 대학생 등 희망하는 청소년

누구나참여할수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

는 복지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통성년례는 남자인 관

자에게 유건과 도포를 입히고, 계

자인 여자에게 비녀를 꽂고 족두

리를 씌워주는 삼가례(三加禮)와

술 또는 차 마시는 법도를 가르치

는 초례(醮禮), 이름대신 자

(字)를 내려주는 가자례(加字禮)

에 이어 성년이 되었음을 선언하

는 성년선언(成年宣言)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정책과(550-4351)

동래구노인복지관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구장애인복지관

△여성가족부지원사업=모바일웹

/앱 소프트웨어 개발자( 5월 8~7월

26일), 노인치매요양전문가(5월 13

일~6월 10일), 세무회계사무원(5월

20일~7월 17일) 등. 자부담 10만원

(수료시 5만원 환급, 6개월 이내 취

업후 5만원환급)

△사회적 경제 창업방법과 창업

사례=5월 8일 오전 10시~오후 1시.

△여성친화 협동조합 창업동아리

모집=5월 1~9일 동래여성인력개발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다운

로드 후 릫협동조합 동아리 신청서릮

제목 표기해 이메일 접수

(wwhouse@hanmial.net)

△여성발명창의교실=지적재산권

의 이해(5월 7일), 지식재산경영과

사업화(5월 9일), 크라우드펀딩활

용한 발명품 마케팅 전략(5월 14

일), 특허 검색으로 시장분석하기

(5월 16일). 수강료없음

△모퉁이프리마켓 셀러(판매자)

모집=남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10명. 행사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진행.

참가비 2천원 (501-8946)

△새일여성인턴십참여기업굛참여

자 모집=참여기업은 4대 보험 가입

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5명 이

상~1천명 미만. 참여자는 인턴신청

일 현재 동래새일센터에 구직 등록

한 미취업여성. 지원기준은 1명 총

액 30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60

만원) (503-7268)

△제11회 어르신사랑나눔한마당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동래구노

인복지관옆광장. 식전행사(동래구

국악관현악단), 기념식, 식후행사

(공연관람), 중식 및 기념품 제공.

복지관 1층 안내실에서 4월 26일부

터 기념품교환권 선착순 배부. 동래

구중식봉사협회, 롯데백화점 동래

점, 동래농협봉사단, 명륜동 청년회

후원및봉사활동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

원사업 연극교육=4~12월 매주 금요

일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 오후 2시

~4시 연기능력 습득 및 발표회 참

여. (554-6252)

△릫가족의 탄생릮 프로그램=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학생봉사단

또는 가족봉사단(2~3명)이 어르신

댁에 방문해 말벗 및 청소, 특화활

동(요리굛공예활동). (714-2888)

임진왜란발발제427주기맞아

동래읍성지키다순절한선열기린다

명륜동 아이파크2차 아파트 입구에서 식당을 운영

하는 임양근(58세) 씨는 아버지(2011년 작고) 유품

을 정리하다 여러 장의 기념사진들을 발견했다. 온

천장 고바우노인상옆에서군복을입고촬영한모습

등이었다. 6.25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쯤으로 추정

된다고했다.

임 씨는 1921년생인아버지와사하구괴정에살다

2000년도에 안락동으로 이사 와서 동래구민이 되었

고, 2016년 5월부터는 명륜동에 살면서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있다.

임씨는우연히지난해 9월 22일자한일간지에 릫고

바우할아버지, 한복에신사모자섰던사연릮이란제목

으로 동래온천장의 마스코트인 고바우노인상 기사를

보게 됐다. 이 기사를 보자 친구와 함께 동래온천장

에 놀러가 온천교와 고바우 노인상 등지를 구경하며

기념촬영한아버지사진들이기억났다고한다.

최근에는농심호텔옆윤슬길담벼락을지나다이

곳에 부착된 동래 온천장 의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기념사진들도 동래구의 기록물로서 가치

가있겠다고생각해이번에동래구에선뜻기증하게

됐다. 부산역사문화대전에 따르면 고바우노인상은

1920년 중반 전차종점 입구에 세워졌다. 두 눈에 전

구를설치해종점주변을밝게비추었다는이야기로

보아 일제가 온천장 관광 홍보를 위해 설치한 조형

물로추정되고있다.

노인상 외모는한복차림의두루마기복장에머리

에는 영국 신사풍의 서양 모자를 쓰고 있다. 현재는

호텔농심 정문 동남쪽에 세워져 있으며, 호텔농심이

소유관리하고있다.

정문량(동래고을리포터)

동래구는 2022년 완공예정인 청

사 건립을 계기로 동래의 새로운

문화르네상스를 창출하기 위해 2

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해 전시하는 사업을 대대적

으로펼치고있다.

이에 동래고을은 민간소장 기

증품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자

기증품 중 애틋한 사연들을 소개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6.25전쟁

이 끝난 후 동래 온천장에 놀러

와서 고바우노인상과 함께 촬영

한 한 군인의 빛바랜 사진을 소개

한다. 기증문의

민원여권과 (550-4284)

민간소장품기증사연소개해드립니다

6.25전쟁후고바우노인상과함께촬영한빛바랜사진

안락서원교육회관

5월 15일오후 2시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은 셋째

수요일마다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주제로 저명인사 초청 특강을 마련

해좋은반응을얻고있다.

오는 5월에는 15일 오후 2시부터

교육회관 대강당에서 릫20세기 중국

을 빛낸 자매 송경령과 송미령릮이란

주제로 이양자 동의대 명예교수를

초빙해특강을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교육 장소에 방문해서 신청하

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참석

하는 수강생에게는 교육교재도 무

료로제공된다.

한편충렬사안락서원교육회관은

부산광역시에서전통예절교육및인

성교육기관으로지정, 전액시예산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생부

터 초굛중굛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주

민, 외국인 등 연 4만5천여 명이 참

여하고있다. www.cysedu.kr

안락서원교육회관(531-6007∼8)

릫20세기중국을빛낸자매이야기릮특강

동래구도서관(동래읍성, 안락누리) 5월일요영화

□일시굛장소 :매주일요일오후 2시, 동래읍성도서관 (1층문화강좌실)

□문의 :동래읍성도서관종합자료실(550-6907)

□이주홍할아버지의동화놀이터

○일시 : 2019년 5월 7일~30일, 오후 3시반~5시(1시간 30분수업)

○ 대상 :초등학교 1~2학년(매주화요일),

3~4학년(매주목요일) 각 10명

○장소 :이주홍문학관향파문학당

○내용 :활동중심의동화수업

□이주홍할아버지의역사야놀자

○일시 : 2019년 5월 8일~29일, 매주수요일오후 4~5시(1시간

수업)

○대상 :초등학교고학년각 10명

○장소 :이주홍문학관향파문학당

○내용 :활동중심의역사인문학수업

□그림자극, 향파이주홍을만나다굩

○일시 : 2019년 5월 15일~ 7월 17일, 매주수요일오후 1시반~

3시 반

○대상 :실버세대 15명

○장소 :이주홍문학관향파문학당

○내용 :향파선생의동화를그림자극으로만들어부산지역여

러복지관이나유치원등여러기관을방문하거나초

대하여공연

□모집 : 2019년 4월 23일~선착순전화접수

□문의 :이주홍문학관사무실☎ 552-1020(전화, 팩스공용)

hyangpa-ljh@naver.com

주최 :사단법인이주홍문학재단

(부산광역시등록문학관부산-2018-1)

후원 :부산광역시, ㈜라온건설

동래에서숨어있는 릫장영실릮찾기

일정 시간 세부 교육내용

5.11./10.5.
(토요일)

10:00 ~ 12:00 동래구청(집합) → 객사터 → 동래부 동
헌→ 수안치안센터 → 복천박물관 → 장
영실 과학동산(해시계 만들기)13:00 ~ 15:00

□ 강좌명 :동래에서숨어있는 릫장영실릮찾기

□일시 : 5.11.(토) (3차)10:00~12:00, (4차)13:00~15:00

10.5.(토) (5차)10:00~12:00, (6차)13:00~15:00

□장소 :동래부동헌→복천박물관→장영실과학동산

□대상 :청소년동반가족 180명(각 30명) ※동래구민우선

□수강료 :무료

□회차별강의내용

□접수및대상자모집

○접수기간 : 5.11.(토) 탐방 : 5. 3.(금)~ 5. 9.(목)

10.5.(토) 탐방 : 9.27.(금) ~ 10. 2.(화)

※ (1차) 탐방의경우장영실과학아카데미참가자 30명 참여

○접수방법 :평생학습관홈페이지(http://lll.dongnae.go.kr/)

접수

□문의 :동래구평생교육과☎ 550-4465

장영실천체과학체험전참가자모집

□일시 : 2019. 5. 10.(금) 오후 6~10시

※우천시 : 5. 11.(토)로 연기또는무기연기

□장소 :장영실과학동산및읍성북문광장일원

□대상 :관내초굛중굛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등

□내용 :과학원리만들기체험, 천체특강및관측,

장영실과학동산고천문기상관측기기해설등

□체험비및참여비 :무료

□신청방법 :사전신청없이당일현장접수

□주최/주관 :동래구/ (사)부산과학기술협의회

□문의 :문화시설사업소☎ 550-6604

상영일 제목 관람등급
상영
시간

언어

5월 5일 휴관 (어린이날)
5월 12일 휴관 (부처님 오신 날)
5월 19일 아기돼지 3형제와 쿵푸랜드 전체 69분 한국어 더빙
5월 26일 리틀 뱀파이어 전체 83분 한국어 더빙

□일시굛장소 :안락누리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

□문의 :안락누리도서관어린이자료실(550-6915)

상영일 제목 관람등급
상영
시간

언어

5월 5일 휴관 (어린이날)
5월 12일 휴관 (부처님 오신 날)
5월 19일 더 자이언트 전체 90분 한국어 더빙
5월 26일 공주와 개구리 전체 98분 한국어 더빙

동래읍성도서관 5월프로그램

□접수방법 :동래읍성도서관홈페이지신청

(문화강좌→온라인수강신청)

□수강료 :무료

□문의 :동래읍성도서관☎ 550-6902

□ 행사명 : 릫권정생동화나라로떠나요릮독서문학기행

□일시굛장소 : 2019. 6. 1.(토) 08:00~18:00, 경북안동일원

□내용 :권정생생가및동화나라전시관방문, 하회마을탐방등

□대상 :총40명(초등4~6학년 20명, 학부모 20명)

□접수기간 : 2019. 5. 8.(수) 10:00~ (선착순마감)

□행사명 :자녀의꿈을디자인하는진로지도특강

□일시굛대상 : 2019. 5. 16.(목) 19:00~21:00, 학부모 30명

□내용 : 4차 산업혁명시대효과적인자녀진로지도코칭방법제시

□접수기간 : 2019. 5. 1.(수) 10:00~ (선착순마감)

5월 프로그램

노인우울감극복프로그램제공

동래구보건소 4층

4~10월…65세이상구민

동래구보건소 4층에 있는 정신

건강복지센터는 4월부터 10월까

지노인우울감을해소하기위한

프로그램을마련할예정이다.

우울극복프로그램은 평소 우

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동래구에거주하는 65세 이

상노인들에게여가활동체험및

취미생활 계발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도록 보조

하는프로그램이다.

센터에서는사전신청을한대

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우울검사

를실시해참여자를선별할예정

이며, 프로그램 신청은 전화, 방

문신청으로가능하다.

프로그램 진행 일정은 △릫노인

짱 기분짱1릮=4월 18일~5월 16일

(5회) △릫노인짱 기분짱2릮=7월

11일~8월 8일(6회) △미술치료

프로그램=9월 20일~10월 25일

(6회)

정신건강복지센터(507-7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