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밭골행복마을 수직이동엘리베이터 조감도.

송도해수욕장이 해맞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뜬2019년 송도 해맞이축제뜯가 열렸던 지난 1월 1일 이곳에서는 3만여 인파가 백사
장에서, 구름산책로에서, 해상케이블카에서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며 기해년 첫날을 힘차게 출발했다.

해맞이 명소 송도의 기해년 첫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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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내 산복도로 주변 급경사

지에 수직이동엘리베이터가 잇달아

조성돼 매일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힘겹게 오르내려야 했던

이 일대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획기

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는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동대신2동 북산리

공영주차장 옆 닥밭골행복마을 수직

이동엘리베이터(높이 30m, 15인승)와

연결 보행로(길이 37.4m, 폭 2.1m)

설치공사를 1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2

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서대신1동 고분도리산복마을 수직이

동엘리베이터 개통에 이어 두 번째다.

닥밭골행복마을 수직이동엘리베이

터는 간선도로변 저지대와 산복도로

(망양로)변 고지대를 수직으로 연결

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들어서는

8똴11똴14똴15통 일원은 통행로가 급경

사의 계단과 미로와도 같은 골목길

로 이어져 수직이동엘리베이터 설치

가 주민들의 최대 숙원으로 손꼽혀

왔다. 엘리베이터 설치로 주민들의

어려움은 말끔히 해소되며, 저지대와

고지대 주민들 간 소통길로서 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신2동에는 또 보수대로 210번

길과 보동길을 직선으로 연결해주는

소망계단 경사형엘리베이터도 조성

될 계획이다. 닥밭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이 엘리베이터는 국비 12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완공 예정인

2020년 말부터는 주민들의 보행 불편

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동대신2동의 두 엘리베이터는 주

민 뿐만 아니라 닥밭골벽화마을 방

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

로 보인다. 방문객들은 닥밭골벽화마

을을 둘러본 뒤 산복도로 풍광을 보

기 위해 망양로로 가는 경우가 많은

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좁고 가

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릴 필요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저지대와 고지대를 연결하는 엘리

베이터는 남부민1동에도 조성된다.

설치 장소는 동천주택 근처로 천마

로와 해돋이로를 연결하는 수직이동

형과 경사형 엘리베이터 2기가 들어

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뜬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

력사업(사업비 61억원)뜯의 일환인 이

사업은 오는 4월 실시설계용역이 완

료되면 2020년 완공 목표로 본격적

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뜨엘리베이터 조성

은 산복도로 일대 주민들의 정주여

건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

는 공약사업이다. 현재 천마산 중복

도로 순환형 마을버스 도입도 구상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산복도로 등

고지대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동 불

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뜩라

고 자신감을 보였다.

(문의 창조도시과 240뚤4811)

수직이동엘리베이터 2호 닥밭골 개통… 2020년까지 3기 더 추가

산복도로 일원 보행환경 확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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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면 서

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해 민원안내, 생활정

보, 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구 모바일홈페이지 QR코드

지역 기관장 신년인사2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구민 안전똴행복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여

러분가정에건강과화목이넘치기를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직원들은 올 한 해 뜬딱! 살

기 좋은 도시 서구뜯 구현을 위해 뜬닥밭골 도시

재생 뉴딜사업뜯, 뜬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

노레일 조성사업뜯 등 서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

충을 위한 전략사업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경제똴복지똴문화똴환경 등 구정 전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뜬구민의 안

전하고 행복한 삶뜯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찾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도 희망찬 서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구청장

성장동력확충위한전략사업박차 생산적똴창조적의정활동펼칠것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황금돼지 해, 기해년이 밝

았습니다. 지난 해 구민 여

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에도 최선을 다해 알찬 의

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으

로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구민 여러분의 소

리에 귀를 기울이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활동으로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서

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축복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뢰받는의회위해역량다할것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

강과 사랑, 행복이 가득하

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이 더욱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구민의 우산, 나아가 울타리가 되겠습니

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과 조례 제똴개정 등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총동

원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든든하다는믿음주는서부경찰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해년 힘찬 새해가 시작

됐습니다. 2019년의 상징인

황금돼지는 재물과 복을 가

져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

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서부경찰은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나의 가족을 대하듯 공감하며 진심을

다해 다가가겠습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이 계시

기에 저희 서부경찰이 존재하듯 든든하다는 믿

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 영 석
(서부경찰서장)

미래교육똴책임교육똴참여교육실현

존경하는 서부 교육가족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

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

들이 더불어 각자의 꿈을 가

꾸며,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

람을 갖고, 학부모와 지역사

회가 믿고 참여하는 뜬다 함

께 가꾸는 행복한 서부교

육뜯을 목표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안

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서부

교육의 발전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백 동 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청렴똴투명소방행정으로 뜬안전뜯약속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대

형 재난사고 없이 2018년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지난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불철주야

힘써주신 소방가족 및 구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기해년 새

해에도 청렴하고 투명한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중부소방서가 되도록 하겠습

니다.

황금돼지의 해인 올해 구민 여러분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약속드리는 중부소방서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세정활동더욱강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

다. 국세청의 목표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으로 국민행복

과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

하는 것입니다. 세무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장으

로서 공정세정이 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서구 주민들이 느끼는

국세관련 불편이나 어려움이 정책에 제대로 반

영이 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중심

의 세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해년 새해의 희망찬 기운이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책임똴소명감으로평화통일사업박차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

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로 한반도의 독립의지를 평

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의

지로 승화해 새로운 100년

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

입니다. 우리 서구협의회도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향한 사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할 것입니

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

계경제와 국내경제도 회복되고 전 국민들이 웃

음 짓는 새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올해 구민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 기 준
(국회의원)

이 석 희
(서구의회 의장)

권 순 재
(서부산세무서장)

백 창 욱
(민주평통 서구협의회장)

이 진 호
(중부소방서장)



오늘 두 가지 제안을 드리

고자 한다. 먼저 충무대로 일

대 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

터 도서관 건립 관련 내용이

다. 송도해수욕장은 연간 1천

만 명이 찾는 서구를 대표하

는 관광지이다. 그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

족한 실정이라 이곳을 찾는 구민들과 관광객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에 본의원은 충무

대로 일대의 부지를 매입해 1층에는 관광버스를,

2~4층은 승용똴승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해 주차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제안한다. 또

한 건물의 5층 이상에는 서구도서관을 건립한다면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띠잇기와 서구장학회의 고액

기부자 명단이 게시된 구청 민원실 앞 뜬명예의 전

당뜯 철거 요청이다. 구청 민원실은 주민들이 구청

을 방문하는 첫 관문이며, 주민의 고충민원을 접

수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접수

해 해결하는 곳이다. 우리 사회에 뜬남 몰래 기부

문화뜯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데 우리 구청 역시

고액기부자 명단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

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정향 의원

충무대로인근주차장건립, 민원실기부자게시공간개선을

열린 의정 3제247호

송상조 부의장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기해

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서구의

회는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습니다. 올

해에도 구민 여러분께 희망을 안겨주고, 지역발전

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따뜻하게, 꼼꼼하게, 소신있게

배은주 운영기획위원장 주민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할 땐 멀리 보기 위해 열심히 연

구하겠습니다. 뜬따뜻하게, 꼼꼼하게, 소신있게뜯라

는 선거 때의 구호처럼 처음 마음이 임기 내내 이

어지도록 제 자신을 채찍질 하겠습니다. 올 한해

구민 한 분 한 분 가정에 작은 기쁨들이 모여 웃

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길 기원 드립니다.

구정 감시똴견제, 구민을 주인으로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민이 부여해주신 막중한 책

임과 의회 본연의 기능인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

제를 통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민의 기대

와 여망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

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민에 힘이 되는 참된 일꾼 될 것

이정향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 안에서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 바랍

니다. 2019년 새해에도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참된 일꾼이 되겠

습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행운

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약속한 의정활동 중심 지역 민원해결

황정재 의원 황금 돼지해는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소망 이루

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한해

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약속

했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

서고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별한 마음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구발전똴구민행복 위한 의정 전념

강석진 의원 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격

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이 계셨

기에 2018년 한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

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

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

득한 기해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다 나은 구민 삶 위해 연구똴활동

유성미 의원 황금돼지의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

한 2019년에는 서구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사랑,

재물의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욱 연

구하고, 두루 살피며 서구의 주민이 더불어 행복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활기찬의정기대해주세요

사진은 서구의회 의원들이 새해를 맞아 구민들에게 올 한 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지역발전 획기적 전환의 해로

황정재 의원, 의정봉사상 수상

부산시 구똴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황정재 의원이 지난

12월 18일 부산시 구똴

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으로 개최된 의정봉사

상 시상식에서 의정봉

사상을 수상했다. 의정

봉사상은 지역사회 발

전과 구민복리 증진, 풀

뿌리 지방자치의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

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황 의원은 이날 뜨구민의 대표로서 앞으로

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뜩라고 밝혔다.

황정재 의원

5분 자유발언 요지



뜬2019년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뜯

행사가 오는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관내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민선 7기 서구의 비전과 주요 정책

을 공유해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행

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시똴구의원과 각급 단

체장은 물론 학부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부녀회, 다문화가정, 주민자

치 프로그램 수강생 등 각계 주민들

이 참여해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

한다.

행사는 지난해 구정 성과와 올해

구정계획 등을 담은 영상물 상영, 동

업무 보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수렴한 건의사항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할 방침이다.

(문의 총무과 240뚤4115)

뜬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뜯 개최
2월 14∼26일…뜨구민목소리구정에적극반영뜩

듢대중교통이용시전화도대화도낮은목소리로말합시다

안전하고쾌적한대중교통을위한캠페인

서구는 지난 1월 1일 행정기구 개

편을 통해 민선 7기의 진용을 새롭

게 갖추었다. 변화와 혁신으로 조직

에 활기를 불어넣고 효율성을 드높

여 이를 추진 동력으로 핵심 및 공

약 사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는 구청장의 강한 의지를 반

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민 개개인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고, 나아가 원

도심 중흥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

상이다. 서구는 우선 본청 조직을 기

존 3국 1실 17과 74계에서 1단 1계

가 늘어난 3국 1실 1단 17과 75계로

개편했다. 의회사무과똴보건소똴13개

동(챾)은 기존대로다.

개편 내용을 보면 시설사업단과

산하 전략사업계똴시설경영계가 신설

되고 문화관광과 문화시설관리계는

폐지됐다. 신설 시설사업단은 구정

핵심 및 공약 사업의 개발똴추진과

도시재생 관련 일부 시설물의 관리똴

경영을 담당한다. 특히 천마산 복합

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조성사업

등 핵심 및 공약 사업을 실행단계로

옮기는데 주력하게 된다. 또 노인복

지계를 복지정책과로, 아동청소년계

를 가족행복과로 서로 맞바꾸는 식

으로 조정해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부문

을 강화하고 부산시 기구와의 통일

성을 기해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

리도록 했다. 기존 안전총괄과는 구

민안전과로, 산하 안전총괄계는 안전

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해 구민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민선 7기의

방향과 업무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240뚤4032)

뜨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속도 내겠다뜩
행정기구개편…사업단신설, 3국 1실 1단 17과 75계로

앝주민과의 대화 일정

날 짜
오전

(10：00∼11：30)

오후
(14：00∼15：30)

2월 14일(목) 동대신1동

2월 15일(금) 동대신3동

2월 18일(월) 서대신3동 아미동

2월 20일(수) 초장동 남부민1동

2월 21일(목) 남부민2동 동대신2동

2월 22일(금) 서대신1동 서대신4동

2월 25일(월) 부민동

2월 26일(화) 충무동 암남동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활기찬 구정4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앍일시：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16：30∼18：30

※ 1월 운영일：2019. 1. 28.(월)

앍장소：서구청 서관 2층

재난상황실

앍내용：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일상 속 제반 법률문제
※사전예약 필수. 상담일자는 상담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앍문의：기획감사실(240뚤4035)

서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

해 올해 시똴구비 2천만 원을 확보해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

구,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

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

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 소유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경우이다. 단,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

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 소유자 연

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비용

의 70% 이내에서 신청 건당 최대

400만 원까지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설치 뒤

3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

적에 위반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

야 한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뚤4515)

내집마당주차장설치

최대 400만원보조금지원

뜬2019년 정월대보름 송도달집축

제뜯가 오는 2월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송도해수욕장 일원

에서 송도문화축제위원회 주최똴주

관, 서구똴서구문화원 후원으로 개

최된다.

개막식은 오후 6시30분 백사장 특

설무대에서 열리며, 축제의 하이라

이트인 달집태우기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축제에서는 암남동

주민들이 열흘간 만든 높이 30m,

지름 20m의 초대형 달집 태우기가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에 앞서 제액초복을 기원

하는 향토 풍물굿 부산고분도리걸

립(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달

맞이제, 이바디예술단 대북 공연이

식전 행사로 펼쳐진다. 개막식 후

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지

는 강강술래가 흥겨움을 더한다.

부대행사로는 팔씨름똴제기차기똴

투호놀이 등으로 각 동별 전통놀이

마당이 펼쳐지는데 관광객들도 현

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 떡메치기 체험, 소망기원문

쓰기, 전통놀이와 소망연 만들기

등 유쾌한 체험마당이 함께 진행되

고 푸짐한 먹거리장터도 마련돼 축

제의 재미를 북돋운다.

서구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송도

오션파크를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뚤4064)

송도달집축제 2월 19일 개최

30m 초대형 달집태우기 뜬장관뜯

사진은 송도달집축제가 개최된 송도해수욕장에서 초대형 달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



올해 서구 예산이 일반회계 2천

427억4천만 원, 특별회계 70억2천만

원 등 총 2천497억6천만 원으로 확

정됐다. 이는 지난해 2천354억7천만

원보다 143억9천만 원(6.11%) 증가한

것이다.

서구는 올해 재정운영 방향을 △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원도

심 도시경쟁력 강화 △글로벌 해양똴

문화똴관광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일자리 확

충과 안전한 도시 조성 △구민 중심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주민참여 확대

등에 두고 이같이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97억1천

만 원, 세외수입 127억5천만 원, 의

존수입 2천36억8천만 원(지방교부세

35억 원, 조정교부금등 463억 원, 보

조금 1천538억8천만 원), 보전수입등

136억2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

세 수입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

행 및 공시지가 소폭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10.15% 늘었다.

또한 의존수입은 지난해보다

13.09% 증가해 전체 세입예산의

81.55%에 달했다. 특히 국똴시비 보

조금의 경우 복지똴보건똴고용 등에

대한 정부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지

난해에 비해 151억 원(10.88%)이 증

가했다. 의존수입 증가는 한편으로는

분담금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1천484

억2천만 원으로 59.43%를 차지했는

데 노인똴청소년 652억 원, 기초생활

보장 324억2천만 원, 취약계층지원

285억4천만 원, 보육똴가족 및 여성

215억9천만 원 등이었다. 이어 환경보

호분야 105억 원(4.21%), 일반공공행

정분야 90억3천만 원(3.62%), 보건분

야 82억4천만 원(3.30%), 수송 및 교

통분야 41억8천만 원(1.67%), 농림해

양수산분야 36억3천만 원(1.45%) 등

의 순을 보였다.

서구 관계자는 뜨올해에도 우리구

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으로 해양똴문화똴관광과 도시재생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사회적

가치 사업(일자리똴안전 등)과 주민복

지 실현을 위한 투자는 확대하고 민

선 7기 비전 실현 등 구정 발전을

위한 곳에도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

분해 나갈 방침이다.뜩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감사실 240뚤4022)

서구는 올해 총 36건의 주민참여예

산사업을 추진해 크고 작은 주민 생

활불편사항들을 적극 해결하는 등 주

민 의견이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지도

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에 구비 9억7천만 원을 책정했다.

이번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은 △남부민1동 안심귀갓길 조성(1억

원) △암남공원로 일원 노후 하수관

로 정비(1억 원) △충무대로 구간 교

통사고 다발지역 조도 개선(8천만

원) △보수대로184번길 등 2개소 도

로포장 및 정비(5천500만 원) △까치

고개로245번길 하수측구 개수(5천만

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 서구 홈페이

지와 방문, 팩스 등 공모를 통해 주

민들이 직접 제안한 총 64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나머지는 이

미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인 사업

이며, 일부는 장기검토 또는 불가 처

리됐다. 주민들은 도로 및 골목 정비

(22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

며, 이어 하수도정비(12건), 보행환경

개선(9건), 공원 및 쉼터 조성(8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서구 홈페이지

(www.bsseogu.go.kr) > 전자민원 >

구민참여 > 예산참여 > 주민참여예산

제안내 > 알림마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획감사실 240뚤4021)

올해 서구 예산 2,498억 원 편성
사회복지 59.43%…뜨현안사업 지출똴주민복지 투자 확대뜩

투명한 구정 5제247호

제29대 서구 부구청장에 박수생

전 부산시 총무과장(56똴땩뫬)이 지

난 1월 11일자로 취임했다.

박 부구청장은 부임하자마자 낮

에는 13개 전 동(챾)과 현안사업장

을 둘러보고, 밤에는 늦은 시간까지

구정 주요 업무를 꼼꼼하게 살피는

등의욕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

박 부구청장은 뜨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구청 분위기가 신선

하고 활기가 넘쳐 덩달아 새로운

의욕이 생기는 것 같다. 구청장님

의 철학이 구정에 잘 구현될 수 있

도록, 또 직원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충

분히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을 잘 해나

가겠다.뜩라

고 말했다.

이어 뜨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

재하는 만큼 시설물이든, 제도똴정

책이든 개선할 부분은 바로바로

개선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

게 생활하시도록 뒷받침해 나가겠

다.뜩라고 강조했다.

박 부구청장은 또 뜨서구는 산복

도로에서 바라보는 남항과 부산항

전망이 매우 인상적이다. 탁월한

전망, 그리고 지역 특성과 잠재력

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이웃

감천문화마을 못지 않은 관광도시

가 될 수 있다. 행정 경험과 역량

을 최대한 발휘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으로, 시 본청으로 발로 뛰면

서 우리 서구의 발전에 작은 힘이

나마 보태겠다.뜩라고 밝혔다.

1991년 부산시 7급으로 중구청에

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박 부구청장

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의 대부분

을 시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기획관,

감사관,자치행정과시민협력담당사

무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지역

공동체사업팀장을거쳐부산시국제

협력과장과 총무과장 등 요직을 두

루 거치며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

받았다. (문의총무과 240뚤4102)

뜨서구 발전에 작은 힘 보태겠다뜩

박수생 부구청장 취임

주민참여예산사업총 36건 추진

각종 생활불편 해소…뜨주민 의견을 정책으로뜩

서구신문 무료구독

신청하세요

☎240뚤4074

2019

분야별예산

2,497억 6,000만원

사회복지
1,484억 2,256만 원

(59.43%)

기타
542억 4,144만 원

(21.72%)

환경보호
105억 611만 원

(4.21%)

일반공공행정
90억 2,912만 원

(3.62%)

보건
82억 3,830만 원

(3.30%)

예비비
47억 5,307만 원(1.90%)

수송 및 교통
41억 8,075만 원(1.67%)

농림해양수산
36억 2,510만 원(1.45%)

문화 및 관광 25억 5,912만 원(1.02%)

국토 및 지역개발
23억 9,001만 원(0.96%)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 6,269만 원(0.43%)

교육
6억 4,456만 원(0.26%)

산업똴중소기업
1억 768억 원(0.04%)



시민생활똴행정 분야

얠고등학교 무상급식(3월 1일부터)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초똴중학교와

고교 1학년 및 고교 2똴3학년 저소득

층 25%까지 확대 실시한다. 오는

2021년에는 초똴중똴고교 전면 무상급

식이 실시될 예정이다.

얠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1월 1일)＝올 한 해 한

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 소득 외벌

이 5천만 원, 맞벌이 7천만 원 이하

이며 대상 주택은 취득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이다.

일자리똴경제 분야

얠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3월부

터 접수)＝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

려움인 뜬취업준비비용뜯 지원을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구

직활동지원금을 클린카드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①졸업똴중퇴 후 2년 이내인 미

취업자 ②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천244원 이하로 생애 1회 지

원된다.

얠소상공인 뜬제로페이뜯 도입(상반

기)＝결제수수료 0%대 간편결제방식

인 뜬제로페이뜯가 도입된다.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수 5인 미

만 사업체)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소비자계

좌에서 판매자계좌로 결제되는 방식

이다. 소비자에게는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얠최저임금 인상(1월 1일)＝최저임

금이 시간급 8천350원, 일급 6만6천

800원, 월급 174만5천150원으로 인상

된다. 부산형 생활임금은 9천894원으

로 인상되며, 적용대상도 시 소속 근

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까지

로 확대된다.

보건똴복지 분야

얠어린이집똴유치원 근처 10m, 모

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간접흡연으

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똴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2018년 12월 31

일 시행)된 데 이어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소(일명 뜬흡연카페뜯)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얠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4월부터 예정)＝소득하위 20% 이하

의 어르신(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

이 현재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2020년에는 소

득하위 40% 이하, 2021년에는 전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출산똴보육 분야

얠모든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

지 종일반 운영(1월 1일)＝맞벌이 가

정 등의 영유아 보육돌봄 공백 해소

를 위해 어린이집은 모두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종일반을 운영

해야 한다.

얠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연

령 확대(1월 및 9월부터)＝올해부터

는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

면 누구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대상연령도 1월부터

는 만 6세 미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도시똴교통 분야

얠안전속도 5030 시행(하반기)＝보

행자 안전강화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및 중상 가능성 감소를 위해

주똴보조 간선도로(왕복 4차로 이상,

824㎞)는 시속 50㎞로, 기타도로(왕

복 4차로 미만, 1천500㎞)는 30㎞로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된다.

얠자동차 등록번호판 신번호판 체

계로 변경(9월 1일)＝자동차 등록번

호 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등

록번호 자릿수를 기존 7자리에서 8

자리로 변경된다. 8자리의 경우 123

가4567 방식으로 표기된다. 또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야간식별성

이 현행보다 20배 이상 높아져 교통

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얠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

톤트럭 신차 구매 시 구입비 지원

(1월 1일)＝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

강 보호 등을 위해 노후 경유 화물

트럭을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트럭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 원을 지원한

다. 대상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가구,

기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

가유공자 본인, 장애인 본인, 다자녀

및 다문화 가구, 사회복지시설 및 기

관이다.

환경똴위생 분야

얠대형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사

용 원천 금지(1월 1일)＝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

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원천 금

지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

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

닐)는 제외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

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

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소방똴안전 분야

얠안전신고포상제 시행(1월 1일)＝

모바일 앱 뜬안전신문고뜯를 통해 일

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

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와 안전에

대한 우수 제안자에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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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앝지원 예산 규모：2뱷뉏 뤈

앝지원 기준：쀨껊 땩렚뒁릲 1/2 릸궢(벦껓 1뱷뉏 뤈)

앝지원 대상：20똓껓 릸땵릠놆 땩룶원⃝땩릻둗빲 10귏릸 間⃝차⃝꾏 아⃝꾅뫇빣

앝지원 사업：꺺뫪 궢 꽸놆똴쀟뙓뛦똈똴됾럛꾻 꾻릲 됾뙓, 꺺뫪⒄뎒릣 릏쀡 껆

맦 쀳덃六⃞ 땩렚 꾻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재지원 불가

앝접수 기간：2019. 1. 14.紆2. 28.

앝접수 장소：똂4⃞ 센⃝벷차⃝(둁타⃝ 4볠) 앝신청권자：타⃝뉅뫇뱾

앝구비 서류：뫪뤈一⃞ 뛨뱽똂, 땩렚㊥샯똂, 맄뫇맍껓뿵샮릲 샮릲놇 덼 릲參⃝ 뫩늏

똂놻꾻 ※서구홈페이지(www.bsseogu.go.kr) > 서구소식 > 알림사항 > 고시공고참조

앝문의：센⃝벷차⃝(240뚤4582)

앝정기점검 기간 및 대상

앝정기점검 내용：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미유지 및 용도 외 사용(불법 용도

변경 등) 위반 행위,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이행, 검사필증 부착 여부,

20대 이상 주차장의 경우 관리인 배치 여부 등

앝문의：교통행정과(240뚤4555)

상 반 기 하 반 기

행정예고 기간 2019. 1. 16.∼2. 15 2019. 8. 1.∼8. 31.

정기점검 기간 2019. 2. 25.∼5. 24. 2019. 9. 1.∼11. 30.

정기점검 대상
동대신1동∼서대신4동
(761개소/11,086면)

부민동∼암남동
(826개소/21,083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및 행정예고 안내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 운영 의무화

대형마트등 1회용 비닐봉투사용금지…기초연금월최대 30만 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 18∼34세

월 50만원최대 6개월
3월부터접수

고등학교무상급식

초똴중및고 1까지

2021년초똴중똴고 전면실시

3월부터

소상공인 뜬제로페이뜯

연매출 8억원이하 0%
소비자소득공제혜택

상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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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지 벌써 1년가량 됐다. 내

가 일하는 곳은 중소기업인 참치잡

이 원양회사로 이곳에서 나는 경리똴

회계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처음 낯선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는 가슴이 설레기보다는 무척 긴장

됐다. 과연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선배나 상사들이 일을 못 한

다고 무시하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

이 됐다. 하지만 1년 간 부대끼고 보

니 직장생활도 나름대로 할 만하다

는 생각이 든다. 때때로 일이 스트레

스나 피곤으로 작용하지만 목표를

이뤘을 때에는 보람도 들었다.

다달이 봉급을 받으니 거기에 맞

춰 일을 해 조직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무슨 일이든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므로 선배나 상

사들에게 직장인으로서 또는 사회인

으로서의 처세나 예절에 관한 조언

을 얻고 새내기로서 겸손과 성실을

미덕으로 삼아 처신하니 나를 인정

해 주었다.

직장은 그야말로 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곳이다. 출근해서 퇴근

할 때까지는 자유를 통제당하며 회

사에 갇혀 지낸다. 그래서 요즘 직장

인들은 자신을 회사에서 길러지는

가축이란 뜻의 뜬사축(햆 )뜯으로 표

현하거나 직장에서 시집살이 한다는

뜻으로 뜬직장살이뜯란 말을 쓰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직장생활이 불행하거

나 고달픈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사람들과 어울려 희로애락을

나누며 일하다 보면 시간은 금세 흐

른다. 퇴근 뒤 마음 통하는 사람들과

음식점에서 술이나 커피 등을 먹으

며 수다를 떨면 하루의 피로나 스트

레스가 춘삼월 봄눈처럼 풀린다.

직장생활 1년을 해 보니 수십 년

직장생활 한 사람이 위대한 신처럼

느껴진다. 직장은 돈을 벌고 조직에

봉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지만

또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다지는 곳

이기도 하다. 경제 불황으로 취업난

이 극심한 시기에 무슨 일이든 하며

미래를 도모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

다. 사람은 일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찬 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설

계해 볼 때이다.
서구신문은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립
니다. 각종 제언이나 시, 수필, 감상문, 편지,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앍보내실곳：부산광역시서구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문화관광과서구신문담당자앞

prepine1@korea.kr 앍문의：문화관광과 240뚤4074

독자투고 받습니다

김수우

시인똴백년어서원 대표

서구칼럼

새해, 내 안의 불빛을 믿으며

아미동에 작은 불빛이 하나 켜졌

다. 뜬반딧불이뜯 8호점이 들어선 것

이다. 뜬반딧불이뜯는 빈집을 활용,

작가들이 입주, 그 마을을 살아가

는 부산문화재단의 사업이다. 이름

때문인지 비석문화마을에 자리 잡

으면서 진짜로 내가 한 마리 반딧

불이가 된 느낌이다. 불빛 가득한

산동네를 바라보며 무수한 반딧불

이로 여긴 적도 많았다.

반딧불이는 자기 몸 안에서 빛이

나온다. 바깥에 켜는 촛불이 아니

다. 촛불은 아무리 많이 켜놓아도

미풍에 쉽게 꺼진다. 하지만 몸 안

에서 발원하는 반딧불이 불빛은 폭

풍에도 꺼지지 않는다. 자기 안에

서 나오는 빛. 이것이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문정신이다. 바깥의

복잡한 기호가 아니라, 내면의 순

수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힘 말

이다. 송도 아랫길, 송도 윗길, 해

돋이로, 천마산로. 서구의 산복도로

는 유달리 겹겹이고 꼬불꼬불하다.

집이 송도라 그 네 개의 길을 층층

이 이용하는 편이다. 비린내 그득

한 송도 아랫길, 점집들이 눈에 띄

는 송도 윗길, 부산항이 내려다보

이는 해돋이길, 숲의 향기를 끼고

도는 천마산로. 한 칸씩 오를 때마

다 부산 전경이 더 넓고 환하게 열

린다. 다양한 실존이 다양한 층을

이루며 만드는 아름다운 굴곡이 서

구에서는 더 선명하다. 산복도로가

부산의 도시적 특성이라면 서구는

부산의 특징과 역사를 어느 지역보

다 많이 가진 셈이다. 사람 사는

골목이란 곧 역사가 살아있는 골목

이다. 피난살이 중 혼신으로 자기

만의 불빛을 켜낸 꿈이 장소혼을

구축하고 있는 천마산의 골목들.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을

켜들고 오른 산동네. 역사 속 기억

들과 오늘의 일상이 어우러지며 생

긴 삶의 주름이 깊다.

아미동에 책상을 들여놓는 순간,

누군가가 오늘까지 끌고 온 그 시

간과 힘이 동시적으로 내게 닿고

있었다. 많은 존재들이 켜켜이 쌓

아놓은 어떤 불빛들이 감지되었다.

그것이 장소성이다. 장소성이란 모

두의 시간이 만들어낸 힘 아닌가.

때문에 진정한 기억은 우리에게 공

존의 능력을 선물한다.

기억은 내 안에 있는 불빛이다.

내 안의 불빛이 반짝일 때 타자의

불빛도 보인다. 서로를 비추며 시간

의 지층 위에 또 하나의 무늬를 새

기는 것, 그것이 인문이다. 바람 불

면 사라질 소비적인 촛불들이 아니

라, 내 안의 빛을 켜자. 아미동에 와

서 제일 놀란 것은 아미맘스라는 작

은 공동체가 아름다운 반딧불이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부럽고 흥겨웠다. 마을만큼 매력적

인 감동의 수원지가 어디 있겠는가.

수없이 뻗힌 길의 줄기와 가지

들. 그 느림의 틈 속으로 빛을 내

는 존재들이 스밀스밀 일어난다.

골목이웃들의 발소리는 존재의 한

층을 두드리며 내 안의 무언가를

깨워낸다. 흔쾌히 한 마리 반딧불

이가 될 때,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

나의 불빛이 누군가를 비추지 않을

까. 새해엔 더 무수한 반짝임을 만

날 수 있을 것 같다. 공감하는 법

을 새롭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첫 직장생활 애환

덿똈뒁

럢궗꾅

덁똭뢯

꾅껓뛨꾅



평생학습도시 서구가 올해부

터 도시형 평생학습공동체인

뜬아지트(아름다운 지식공동체

아파트)뜯 운영에 나선다.

뜬아지트 사업뜯은 100세대 이

상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회의

실똴경로당똴작은도서관 등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 신청

하면 전문강사를 파견해 평생

학습 강좌를 듣거나 공동체 활

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원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신규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집 가까이에서 평

생학습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나아가 이웃 간 소

통의 장을 마련해 단절된 아파트를 건강하고 활기

찬 주민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평생학습 강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

되는데, 감성 있는 아파트 게시판똴우편함똴문패 등

을 만들기 위한 캘리그라피 강좌, 공동텃밭 가꾸

기, 지구를 살리기 위한 천연제품 만들기,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아파

트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프로그

램이 끝난 뒤에는 반찬나눔 봉사, 아나바다장터

운영, 공동육아,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주민공

동체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희망 아파트는 오는 2월 8일까지 서구 평

생학습센터 홈페이지(edu.seogu.busan.kr)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marine729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총무과 240뚤4045)

문화똴교육8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평생학습공동체 뜬아지트뜯 아시나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전문강사 파견 평생학습 지원

<아름다운 지식공동체 아파트>

앝접수 기간：2019. 1. 25.(금)∼1. 31.(목)

앝신청 자격：서구에서 활동 중인 10인 이

상의 성인 평생학습 동아리

앝지원 규모：동아리별 활동경비 20만∼50

만 원 차등지원(15개 동아리 내외)

앝제출 서류：신청서, 동아리 소개서, 계획

서, 명단 각 1부

앝접수 방법：전자공문, 방문, 메일(learn@

korea.kr)

앝문의：총무과(240뚤4044)

서구평생학습동아리지원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edu.bsseogu.go.kr) 참조

동대신1동 서구장애인복지관(관

장 박차희) 1층에 지난해 12월 4

일 뜬아름 도서관(사진)뜯이 개관했

다. 복지관 측은 이 도서관의 문

을 인근 주민들에게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도서관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

지만 다양한 분야의 도서 1천여

권이 비치돼 있으며,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3∼5월에는 시립 구덕도서관의 지

원을 받아 독서지도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독서동아리 프로그램(주 1

회)이 진행되는데 장애 유무와 관

계없이 지역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차희 관장은 뜨아름 도서관이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뜩라고

밝혔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오전 10시~오

후 5시30분이다.

(문의 서구장애인복지관 242뚤

3930) <장해봉 명예기자>

부산대학교병원(토성역 2번 출

구) 옆에 위치한 부산권역장애인구

강진료센터(사진)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치과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

책사업으로 설립된 곳으로 부산대

학교병원이운영을맡고있다.

이곳에서는 구강질환 예방, 보존

치료, 치주치료, 보철치료 등이 이

루어지고 있다. 경련이나 경직으로

진료 협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또는 심한 진료 거부로 일반치과

에서 치료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

우 전신마취 하에서 치과치료를

하고 있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접수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3시30분)까지이며, 예

약제(전화똴방문)로 운영된다.

또 기초수급자는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건강보험가입자는 비

급여 진료비 총액의 10∼30% 감

면 받을 수 있는데 내원 시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

터 240뚤6800) <배성석 명예기자>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구장애인복지관 뜬아름人도서관뜯

일반치과 이용 힘든 장애인 전문치료 도서 1천여권비치…누구나이용가능

서구에 이런 장애인시설 있어요

앝무료 영화상영 안내

영화 제목 상영 일시 상영 장소 문의

공조 1. 30.(수) 14：00 서구노인복지관 244뚤3541

택시운전사 1. 31.(목) 15：00 부민노인복지관 243뚤3531

사진은 서구 관내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행복학습센터 강좌 모습.

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발급

지원액 1인당年 8만원인상

올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이 오는 2월 1일부터 온라인과 각 동 주민

센터에서 동시에 개시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과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만 6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게 발급되며 공연똴영화똴전시 관

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축

구똴농구똴야구똴배구) 관전 등 문화똴관광똴체

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연간 지원액이 지난해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돼 문화향유 기

회가 더욱 넓어졌다. 가맹점도 확대돼 장애

인똴고령자 및 문화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의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케이블TV 수신료,

일부 가맹점의 식음료, 체육시설의 월 회원

권도 구매할 수 있다. 또 교통똴인터넷 접근

성이 열악한 대상자와 고령똴장애로 인한 거

동 불편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카드 소지자의 경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

센터(☎1544뚤 3412 )에서 전화 재충전

(2019. 3. 1.부터)도 가능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뚤4065)



서구 청소년멘토링 사업 뜬인기 만점뜯
참가 학생들 뜨집중력 UP…공부가 재밌어졌어요뜩

문화똴교육 9제247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첫 미술선생이었

던 저자가 할머니들과 함께

한 미술수업 이야기이다. 그

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과

거의 상처와 마주하고자 노

력했던 모습들과 현재 삶 이야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못다 핀 꽃
(이경신/휴머니스트)

공공도서관이추천하는 1월의책

저자는 학부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후 우연히 수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박사학위를

받은 수학자이자 현직 대학

총장이다. 본인의 삶을 이야

기하면서 미래의 세상을 살

아나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

르칠 것인가 즉,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인식

을 펼쳐 놓고 있다.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
(박형주/해나무)

주인공 마래의 아빠는 마

래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블로그

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엄마는 마래에 대한 육아책

을 출판하고 있다. 마래는

매체 속 자신의 모습과 현실 속 모습의 괴

리에 힘들어하고 매체를 벗어나 진짜 자신

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

리얼 마래
(황지영/문학과지성사)

서구가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격

차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청소년멘토링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동아대학교 학생들과

관내 7개 초똴중학교 학생들이 멘토

와 멘티가 돼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

도와 바른 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

어 멘토링수업을 하는 것이다. 서구

는 이를 위해 동아대학교, 서부교육

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업은 지난 1월 3일부터 23일까

지 3주간 대학생 50명과 초똴중학생

140명이 멘토 1명당 멘티 1∼4명으로 조를 짜 국어똴

수학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뜨공부가 재밌다.뜩, 뜨방학

이즐겁다.뜩라는반응을쏟아내고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천마초등학교(교장 손귀령)

4학년 교실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멘토

인 김용희 씨(글로벌비즈니스학과 2학년)가 개념

에서부터 풀이방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수학을 차근차근 짚어주니 아이들은 뜨아

하!뜩라는 감탄사와 함께 눈을 반짝였다.

서준이는 뜨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니 수학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집중력이 높아져 어느 순간 한 단

원 문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뭔지 모르지만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뜩라며 신기해했다.

영준이는 뜨형 같은 선생님이랑 신나는 운동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여름방학에도 꼭 신

청할 거예요.뜩라고 들뜬 목소리로 거들었다.

이같은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 김용희 씨는 뜨교과

수업을아이들눈높이에맞게하고, 축구똴피구똴캐치

볼과 같은 운동이나 영어로 영화보기 등 비교과활동

을 적절하게 섞어 진행한 것이 집중력을 높이고 흥

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뜩라고 분석하면서

뜨외동이거나 형이 없는 아이들에게 형처럼 친밀하

게 다가간 점도 정서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같아보람을느낀다.뜩라고덧붙였다.

천마초등학교 이강만 교감은 뜨개인의 학습능력

뿐 아니라 정서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학교입장에서도매우만족스럽다.뜩라고반겼다.

서구 관계자는 뜨처음 추진한 사업이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올

여름방학에는 비교과활동을 다양하고 알차게 마련

해 더욱 내실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하겠다.뜩라고

밝혔다.

(문의 총무과 240뚤4042)

사진은 천마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진행됐던 멘토링수업 모습.

앝납부 대상자：2019. 1. 1. 현재 서구에 주소

지를 둔 자동차 소유자

앝납부 기간：2019. 1. 2.∼1. 31.

앝납부 방법

－각 금융기관 방문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계좌이

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가상계좌 이체 등

앝문의：세무과(240뚤4215)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의 달

※1월 자동차세 신고 납부 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할인(승용차요일제 병행 시 최대 19％ 할인)

※ 주관 기관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앎서구 구민 정보화교육 서구 전산교육장(본관 1층) ☎240뚤4301 앎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프로그램 구덕도서관 ☎220뚤3815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모집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독서자격증
3∼5월

화 10：00∼12：00
일반인(20명)

2. 12.
∼
2. 25.

구덕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마감

프랑스자수(기초)
3∼5월

수 10：00∼12：00
일반인(20명)

목요 오페라교실
3∼5월

목 10：00∼12：00
일반인(25명)

고전
3∼5월

목 14：00∼16：00
일반인(25명)

글쓰기
3∼5월

토 10：00∼12：00
초등생(20명)

한자교실
3∼5월

토 10：00∼12：00
초등생(20명)

보드게임
3∼5월

토 13：00∼15：00
초등생(20명)

생활일본어
3∼4월

화 19：00∼21：00
일반인(20명)

펜 드로잉
3∼4월

목 19：00∼21：00
일반인(20명)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공휴일 제외)

모집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스마트폰활용 및
SNS

2. 18.∼2. 28.
10：00∼12：00

만 60세 이상
어르신

1. 21.∼2. 8.
▷전화：☎240뚤4301
▷인터넷：
bsseogu.go. kr
☞ 통합예약
※대상자 선정 시 교육
3∼4일 전 문자 연락

컴퓨터기초 및
컴퓨터활용

2. 18.∼2. 28.
10：00∼12：00

만 59세 이하
구민

1. 21.∼2. 8.

인터넷활용 및
민원24활용

2. 18.∼2. 28.
13：00∼15：00

만 60세 이상
어르신

1. 21.∼2. 8.

앎부산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부산전통문화체험관 ☎240뚤4161∼4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모집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1일 체험
프로그램

다도체험
한복체험
전통놀이
음식체험

1∼2월
화∼금

10：00∼15：00
(공휴일 휴관)

부산 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수시
시간똴프로그램
선택 가능

▷전화：
☎240뚤4161∼4
▷인터넷：
bsjeontong.org
※ 수강료 무료
재료비 본인 부담

토요
가족체험
프로그램

다도체험
음식체험
전통놀이

1∼2월
토

10：00∼13：00
수시
3종 묶음
프로그램

한복체험
다도체험
전통놀이

1∼2월
토

10：00∼13：00



사진으로 본 서구 소식10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서구의 국제우호교류도시인 일본 사세보시 직원 5명으로 구성
된 행정연수단이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구를 방문해 수
산 관련 시설, 커뮤니티센터, 주민센터 등을 벤치마킹했다.

日 사세보시 행정연수단, 서구 견학 방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서구협의회(회장 백창욱)는 지난
1월 4일 구청 다목적홀에서 자문위원, 초청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뜬2019년 평화통일염원 신년인사회뜯를 개최했다.

민주평통서구협의회, 신년인사회개최

재부호남향우회 서구지회(지회장 김득수)는 소외계층의 따뜻
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12월 31일 백미 400㎏, 라면 50
상자를 서구에 기탁했다.

재부호남향우회서구지회, 백미똴라면기탁

(사)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은 동대신2동 저소득층 70세대
에 전달해 달라며 지난 12월 24일 라면 100상자를 주민센터에
전달해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했다.

부산연탄은행, 동대신2동라면기탁

구덕마라톤클럽(회장 김은자)은 추위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등
저소득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4
일 겨울이불 8채를 동대신3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구덕마라톤클럽, 동대신3동이불지원

서대신1동 이웃사랑실천회(회장 장종구)는 지난 1월 11일 서
대신동 소재 뷔페청에서 후원자 80여 명을 초청해 지난해 성과
와 올해 계획을 설명하는 뜬2019년 정기총회뜯를 개최했다.

서대신1동이웃사랑실천회, 정기총회

동아푸드(주)똴신아냉동(주)(대표이사 정희동)는 서구 관내 무
료급식소와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지난 12월 21일 고등어 200
상자를 서구에 기탁했다.

동아푸드똴신아냉동, 고등어 200상자전달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는 차량지원사업의 일환
으로 지난 12월 28일 다비다모자원(원장 임은희)과 아미정신건강
센터(원장 박미옥)에 스타렉스와 경승용차를 각각 전달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 2대지원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현태)는 저소득층 주민들
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지난 12월 19일 겨울철 난방비 500만 원
을 서구에 기탁했다.

대한건설협회부산시회, 500만 원기탁

한국전력 남부건설본부(본부장 최규택)는 사회공헌사업인 소
외계층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뜬아름다운 동행뜯의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8일 올해 사업비 600만 원을 서구에 전달했다.

한전남부건설본부, 사회사업비전달

서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옥)와 서구는 지난 12월 18일 회
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의 성과 공유와 여성 사회참여활동 유
공자 표창 등을 위한 뜬2018년 여성가족행복행사뜯를 가졌다.

2018 여성가족행복행사개최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2월 21일 사하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서비스 등 뜬찾아가는 새일센터뜯를 운영했다.

구직여성위한 뜬찾아가는새일센터뜯운영

서구결식아동지원대책협의회(회장 이성만)는 겨울방학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위해 백미 10㎏ 250포와 라면 250상
자를 지난 12월 26일 서구에 전달했다.

서구결식아동지원대책協, 백미등전달

서구는 겨울철 버스 대기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수가
많은 부산관광고 버스승강장 등 3곳에 온도감지센서에 의해 자
동으로 작동되는 발열벤치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버스승강장 3곳에발열벤치설치호응

동대신1동 소재 동일교회(당회장 이창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2
월 19일 백미 10㎏ 60포를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동대신1동동일교회, 이웃사랑백미기증



신현열 복지통장(16통똴사진)은 암남동에서도 가

장 열성적인 통장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로 22년째 특유의 호탕한 목소리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현장을 확

인한 뒤 즉시 주민센터에 전달하는 등 행정과 주민

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복지통장으로 이름이 바뀌고부터는 더욱 바빠졌

다. 신 통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도 활

동하고 있는데 복직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복지 향

상을 위해 이웃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이나 불편사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곧바

로 주민센터에 알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애쓴다.

지난해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조사 과정에서 50대 남성이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뒤 홀로 백혈병과 투병

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실을 파

악하고는 곧바로 주민센

터에 연락해 기초수급자

신청과 함께 성품을 지

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었다. 복지통장의

집에 문패를 달아 줄

당시 가장 먼저 달아달라고 했을 정도이니 자신의

일에 얼마나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암남동 통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신 통장은 또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곳곳의

잡초를 제거하고 기초수급자 가정에 산더미처럼 쌓

여있던 온갖 잡동사니와 골목길 쓰레기를 치우는 일

에 앞장서고 있으며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에도

빠지지않고늘솔선수범하고있다.

게다가 생업에 바쁜 중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

신을 비롯한 주민들을 멀리 떨어져있는 주민센터

까지 자신의 차로 태워주는 등 주민들의 발 노릇

도 마다하지 않아 칭송이 자자하다.

(문의 암남동 240뚤6673) <이혜연 명예기자>

대신롯데캐슬 부녀회와 입주민 일동은 지난 1월 4일 서대신3
동 이웃사촌후원회에 성금 290만 원을 후원해 관내 어려운 이웃
을 위한 나눔실천에 앞장섰다.

서대신4동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과 일
선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통장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통장 신분증을 제작똴발급했다.

부민동 이웃사랑천사운동후원회(회장 문성욱)는 관내 식당 바
보면가(대표 오경훈)의 후원으로 지난 1월 12일 저소득 홀몸어
르신 60여 명에게 칼국수똴돈까스 등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아미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강태훈)와 13회 동기회(회장 이
영국)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
난 1월 9일 성금 총 415만 원을 아미동에 기탁했다.

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은숙)는 익명의 기부자
가 지난 12월 20일 기탁한 연탄 300장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
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충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순)는 지난 1월 4일 주민
자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마을의제 선정과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미초총동문회똴13기 동문회, 성금기탁 초장동익명의기부자, 연탄 300장 기부 충무동주민자치회, 마을의제선정토론회

더불어 이웃 11제247호

남부민1동 주민자치회(위원장 박사홍)는 지난 12월 28일 남부
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뜬2018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뜯를 개최했다.

남부민2동 대림아파트 부녀회(회장 김하진)는 결식아동 및 홀
몸어르신 지원을 위해 전 세대가 함께 마련한 백미 30포를 1월
10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으며, 이는 2002년부터 8년째다.

암남동 송죽회(회장 신추성)는 어려운 이웃돕기에 작은 힘이
나마 보태고 싶다며 지난 12월 18일 성금 100만 원을 암남동 주
민센터에 전달했다.

남부민1동주민자치회, 2018년 성과보고회 남부민2동대림아파트부녀회, 백미후원 암남동 송죽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뗂뛨쁇뢦 럢궗꾅 16뺟 됿뫪뺟맦

소개합니다
희나리：서구희망나래단리더의줄임말

복지사각지대 50대 독거남 수급자 책정 도움

부민동, 저소득홀몸어르신점심대접서대신4동, 복지통장에신분증발급대신롯데캐슬 부녀회똴입주민 성금 기탁

2019년 무료생활체육프로그램안내

앝운영 기간：2019. 1. 4.~12. 31.

앝참가 대상：지역주민 누구나

앝문의 및 신청：서구체육회(248뚤7330)

종목 운영 장소 운영 일시

실버
요가

암남동주민센터
월똴화똴목 10：30∼11：10
월똴화똴목 11：20∼12：00

동대신3동주민센터
수똴금 10：30∼11：10
수똴금 11：20∼12：00

동신경로당 월똴수똴금 14：00∼15：00
서대신4동주민센터 화똴목 14：00∼15：00

건강
체조

부민노인복지관
월똴수 10：00∼11：00(초급)
월똴수 11：00∼12：00(중급)

샛디체력단련장
화똴목 10：30∼11：10
화똴목 11：20∼12：00

장수경로당 월똴수똴금 14：00∼15：00
어르신쉼터 화똴목 14：00∼15：00
관덕부녀경로당 화똴목 14：00∼15：00

에어로빅
체조

서대신1동주민센터 화똴목똴금 10：30∼11：30
서대신3동주민센터 월똴수 15：00∼16：00

서대신4동주민센터
월똴수똴금 10：30∼11：10
월똴수똴금 11：20∼12：00

게이트볼 부민노인복지관 화똴목 10：00∼11：00

유아체육 아미어린이집
화똴목똴금 13：30∼14：10
화똴목똴금 14：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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앝서구청
茵뺃붛 10,000,000뤈, 똂4⃞뱾릘샮 300,000뤈, 껓쀡센⃝
똈쁊샮둗땬 뢣뛦샮 5,000,000뤈

앝동대신1동
4⃞껡뛨쁊 릸땩맦 몜[19][十二] 100,000뤈, 뉽꾾뽓븾땩냋럷
5⃞(껓뿵 뎕꾱냀) 100,000뤈, 릸똃늖 200,000뤈, 7뺟
뫇덯릻꾅 80,000뤈, 릸六⃞됿 20,000뤈, 뫋뉅곃낋눹약⃝
됿녶 100,000뤈, 릸間⃝릺궢차⃝릲뤈 100,000뤈, 뎥꾰궎
댾럷5⃞(껓뿵럛맃똆) 50,000뤈, 1뺟[十五]뉇뒄낾뫇덯릻
꾅 60,000뤈, 뢵뉉럛뉍뤈[十二]뢯껓 50,000뤈, 덬덬끟뎒
[十二]쁇뫊 100,000뤈, 똓룶뉍뼱뱷맦뱸 300,000뤈, 꾅껓
뉡똠 뫇덯릻꾅 130,000뤈, 으⃝럢뛦뼿뺇 뫇덯릻꾅
70,000뤈, 2뺟 [十五]뉇뒄낾 뫇덯릻꾅 50,000뤈, 으⃝똂뢯
50,000뤈, 꾅쀨샳뫱뎕센⃝쀡 50,000뤈, 몉릻뵝똖빲(껓
뿵 [十二]몉릻) 50,000뤈, 뒁렎럫븼뉉(껓뿵 똰몉뛬)
50,000뤈 茵뙓샚뱸[十七](껓뿵[19]뵕똃) 50,000뤈, 몉됾똆
20,000뤈, 뫬셁늖샟 룼뢯릏뤈샮 100,000뤈, [十二]뙕릸
190,000뤈, 벦됿셃 20,000뤈, 몉껡뛬 10,000뤈, 덿땵
[十二] 20,000뤈,렃五⃞맃 10,000뤈,쀟빢쁍 100,000뤈,茵
궎 댾뢣 200,000뤈, 똏뛪둗꾅땬 50,000뤈, 4뺟 뫇덯
10,000뤈, 땱릘뵕뽏뺟맦렎릸꾱뫊 100,000뤈, 약⃝뛨몜
10,000뤈, 8뺟 뫇덯릻꾅 250,000뤈, 10뺟 뫇덯릻꾅
301,000뤈, 뢻궔뢽뉎뫱 릸몉맍 200,000뤈, 뎕꾅똆
50,000뤈,벦궢뙔 50,000뤈,벦몤쀠 20,000뤈, 2뺟뫇
덯릻꾅 30,000뤈, 꾅껓뛨꾅땷뉍릣一⃞으⃝(릸땩맦 [十二]꾅
뎒) 876,000뤈,꾅릻이⃝샮뎖덬 10輜 60뾁

앝동대신2동
뛦뼿뒄낾 A꾅 뫇덯릻꾅 40,000뤈똴B꾅 뫇덯릻꾅
40,000뤈똴C꾅 뫇덯릻꾅 40,000뤈, 댾[15]샟間⃝놆껊샮뤈
릻꾅 50,000뤈, 벒쁇間⃝놆껊 샮뤈릻꾅 50,000뤈, 덿똆
똃 10,000뤈, [十二]릻뤈 10,000뤈, 릸덬뙔 10,000뤈, 벦
늏궗 100,000뤈, 꾅껓뛨꾅땷뉍릣一⃞으⃝(릸땩맦 [十二]꾅뎒)
100,000뤈똴뎖덬 10輜 50뾁, 땱릹럙뽋뼱 뫇덯릻꾅
1,500,000뤈똴둗귍샮 샮뤈릻꾅 500,000뤈, 茵뢯뱤뫪놻
(껓뿵 [十二]뢯十⃞) 50,000뤈, 릸릲룶뎊릢十⃞룮렃됺뤈
100,000뤈,샟늖빑4⃞맦 50,000뤈,똓뫬뒄뉅뫪뫇덯릻꾅
50,000뤈, 뫊럷5⃞(껓뿵뎖뫇뢯) 50,000뤈, 뉽꾾뵷덬녍
럷5⃞(껓뿵몉쁇[十三]) 50,000뤈, 뛬[十七]뽎 10,000뤈,가⃝늖뫱
20,000뤈, [十二]맦뙓 20,000뤈, [十二]몂[19] 20,000뤈, 꾅럙놩
30,000뤈, 덿맩샏 10,000뤈, 가⃝꾲뵦뛠 뫇덯릻꾅
200,000뤈, 맦똆릻 30,000뤈, 똰꾅샡 10,000뤈, 몉똏뫬
20,000뤈, 몉뤈 10,000뤈, 덿몂샏 10,000뤈, 뫪샟뛧
10,000뤈, 카⃝꾅벸 10,000뤈, 럛뱤샏 10,000뤈, 똰㊥뙔
10,000뤈, [十二]뙕뢽 10,000뤈, [十二]몤4⃞ 10,000뤈, 렃쀰뙕
5,000뤈, [十二]땵뢥 10,000뤈, 쀟몉맃 5,000뤈, 샦十⃞룶
10,000뤈, [十二]샸똏 5,000뤈, [十二]몂똓 10,000뤈, 약⃝껓뱷
10,000뤈, 으⃝뱤샏 3,000뤈, 약⃝됺늖 52,000뤈, 15뺟 뫇
덯릻꾅 300,000뤈, 둗덯귛릺됿뫪타⃝ 뙓똴一⃞룮릻 뢽먇 感⃝
릸뼱둂뽆릻꾅 100,000뤈, 뢯땬뉡똠 1꾅 뫇덯릻꾅
100,000뤈, 뢽놼꽸땩냋뎒 50,000뤈, 11뺟 뫇덯릻꾅
200,000뤈, [十二]꾅뎒 20,000뤈, 릸꾅셃 20,000뤈, 16뺟
뫇덯릻꾅 211,000뤈,꽸똱럢 150,000뤈

앝동대신3동
땷뉍릣둗귍샮 [十二]뵑 7輜 100덿뛝, 땷뉍릣뫪꽸맍쁊릲
샮뎖덬 10輜 15뾁, 뙓꽸땩 300,000뤈, 3뺟 뫇덯릻꾅
55,000뤈, [十二]덬뢯 10,000뤈, [十二]똆맍 30,000뤈, 꾅껓
뛨꾅땷뉍릣一⃞으⃝(릸땩맦 [十二]꾅뎒) 100,000뤈, 뉽몤꾰
붞(껓뿵쀡릸똌) 20,000뤈, [十二]쁍룶 30,000뤈, 릸뢯뢾
10,000뤈, 덿똆맍 10,000뤈, 벦뙕럩 10,000뤈, 뵽릸
뉍뼱 30,000뤈, [十二]빢녶 50,000뤈, 몋됿궗 20,000뤈,
4⃞껡가⃝間⃝놆껊 샮뤈릻꾅 30,000뤈, 뎖룶뙓 10,000뤈,
땗낲쀽렎 50,000뤈, 샦쀡똏 20,000뤈, 덿몉뙔 20,000
뤈, [十二]샚뱸 10,000뤈, 렗뢯쀟 10,000뤈, 맃뱤뤈
10,000뤈, 릸됺뫊 10,000뤈, 아⃝늏뙔 20,000뤈, [十二]덬
間⃝ 10,000뤈, 릙쀰뢫 30,000뤈, [十二][十七]뱸 30,000뤈, 맦
릢뙓 10,000뤈, 벦껡뙓 10,000뤈, 뛬둚맃 10,000뤈,
[十二]뢾뙔 10,000뤈, 뢪덬뫬 50,000뤈, [十二]뙔뫇 50,000
뤈, 약⃝뢯릸 10,000뤈, 땷둗땬땬둗릺차⃝ 30,000뤈, 쀰
룼둗꾅땬(껓뿵 뎖럩릸) 20,000뤈, [十二]몤샟 10,000뤈,
똷셁뢥 10,000뤈, 덿間⃝뙔 100,000뤈, 덿릺뙔 300,000
뤈, 벦뤈쁆 50,240뤈, 쀟릣뙔 5,000뤈, 껓뛨꾅이⃝샮
300,000뤈, 몜뎒궏뫪(릸뢯뙔) 100,000뤈, 덁샟뎇몂
50,000뤈,덬형⃝꽸샳뫱 30,000뤈

앝서대신1동
6뺟 뫇덯릻꾅(릸약⃝놆똴[十二]늏껡 룣) 580,000뤈, 뺟맦쁊
릲샮 100,000뤈, 10뺟 뫇덯뎉먇릏뤈샮 50,000뤈, 덿
반⃝껡 50,000뤈, 뢪됿똌 20,000뤈, 뎒샸4⃞ 20,000뤈,
쀳뉒똆 10,000뤈, 똂一⃞똆10,000뤈, 뎖뛥뢦 10,000뤈,
릸릗똆 10,000뤈, 덿뽏[19] 10,000뤈, 똈몤뱸 10,000
뤈, 벦둆뢯 10,000뤈, 뱷뫬룷 10,000뤈, 몉빢룼
10,000뤈, 뛨덯똆 10,000뤈, 덿늏뢾 10,000뤈, 뛬셃
뙔 10,000뤈, [十二]똆맃 10,000뤈, [十二]똏뫬 10,000뤈, [十二]
뎇맦뵝똖빲 10,000뤈, [十二]덯뫑 10,000뤈, 릸뢯맍
20,000뤈, [十二]셃뙓 10,000뤈, 똂뙕맍 10,000뤈, 쀡룷
뉅3믒 뫇덯릻꾅 100,000뤈, 쀡룷뉅2믒 뫇덯릻꾅
100,000뤈, 뛨룷뒄낾 뫇덯릻꾅 70,000뤈, 똂껓뛨1땷
뉍릣一⃞으⃝ 100,000뤈, 똂덬뢯 100,000뤈, 쀲뤈뢚릸뛝
빐룼 뫇덯릻꾅 100,000뤈, 똂껓뛨꾅 4⃞껡뛨쁊
200,000뤈, 맦뫬뢯 100,000뤈, 9뺟 뫇덯릻꾅 150,000
뤈, 늏늖뒄낾 뫇덯릻꾅 30,000뤈, 몉궢차⃝릲뤈
200,000뤈, 뫇릢뒄낾 뫇덯릻꾅 20,000뤈, 間⃝궗뒄낾
뫇덯릻꾅 100,000뤈, 뽋븼뛝릏뼱 뫇덯릻꾅 100,000

뤈,똰뫇[十七] 5,000뤈,몉뫬[十二] 10,000뤈,똂몤됿 10,000
뤈, [十二]쀲맍 10,000뤈, 릸間⃝샏 10,000뤈, 먇됺六⃞
10,000뤈, 똃뾁놆럹뵦뛠 2똴3믒 뫇덯릻꾅 100,000뤈,
쀡뉉렎뉇릸뫱 30,000뤈, [十二]늏셃 10,000뤈, 릸녬똈뒁
10,000뤈, 맍릗럙뽋뼱뫇덯릻꾅 250,000뤈, 빐뤆뽝뉅
뛝뫇덯릻꾅 100,000뤈

앝서대신3동
뢽형⃝릺 뎖덬 10輜 7뾁, 4⃞껡이⃝샮(늖땩 릸몤섁) 먇六⃞
룮 36똓뼱, 땷뉍릣둗귍샮 [十二]뵑 10輜 95덿뛝, 땱릘둗
땬됺뤈 前⃝룾릸둜 20똓뼱, 빜뉍뼱똂껓뛨몂 낾늋 20⒄
맄 30덿뛝, [十二]뤈뙔 뎖덬 10輜 5뾁, 껓뛨놐꽨뵦뛠 뫇
덯릻꾅 2,986,000뤈똴둗귍샮(샮맦릸뢾뫬) 500,000뤈,
땱됾둗꾅땬(껓뿵 릸꺷間⃝) 50,000뤈, 껓똆렎뽚녥(껓
뿵 똰땵놧) 30,000뤈, 똷릺댾 30,000뤈, 믒쀡릲뤈 뤈
맦 믒뢯벸 30,000뤈, [十二]몤六⃞ 30,000뤈, 몉샸[十七]
200,000뤈, 쀨꾅럘븼(껓뿵[十二]뫬쀠) 50,000뤈, 4⃞껡뉡
똠 뫇덯릻꾅 50,000뤈, 릙샸뛪 20,000뤈, 약⃝쁎間⃝
10,000뤈, 벦둗맍 10,000뤈, [十二]맩뙓 10,000뤈, 몉됺
룼 3,000뤈, 덿덁맍 10,000뤈, 똷쁇뫇 3,000뤈, 덿됺
셃 5,000뤈, 릸五⃞쁇 5,000뤈, 몉믕똌 10,000뤈, 꾘녬
뉍릣(껓뿵 으⃝間⃝빑) 30,000뤈, 릸몜뛃둜수⃝뒁(껓뿵 릸
뙓뢥) 50,000뤈, 몉룷땵땩(껓뿵 몉똃룷) 100,000뤈,
몉쁇빢 10,000뤈, [十二]릺뙓 5,000뤈, 릸쁇뙔 10,000뤈,
뛨몉낿 5,000뤈, 꽸뢯뒄뉅뫪 뫇덯릻꾅 50,000뤈, [十二]
뫇뫬 100,000뤈, 놆뫢뒄뉅뫪뫇덯릻꾅 100,000뤈, 궗
뫪샳뫱 35,000뤈, 놻뱦쁍 100,000뤈, 꺷릺쀡릲뤈
30,000뤈, 귝뙓빟 30,000뤈, 븼놆덾럙뽋뼱 B꾅 뫇덯
릻꾅 50,000뤈똴 C꾅 뫇덯릻꾅 50,000뤈, 六⃞똭뢯
30,000뤈, 벦몉뙕 10,000뤈, 가⃝늖뙓몋뒁 10,000뤈,
껓뛨똖볎녥빐룼뫇덯릻꾅 100,000뤈

앝서대신4동
똂껓뛨땷뉍릣一⃞으⃝ 50,000뤈, 쁇껓둼놩쀪뫢 껓뛨몂
(껓뿵 릸땵[十二]) 50,000뤈, 똂껓2뫪4⃞ 맩⒄뎉몜쀥
50,000뤈, 궗뢯럙뽋뼱 뫇덯릻꾅 50,000뤈, 둗둗둗꾅
땬 50,000뤈, 몜릻빟 20,000뤈, 똂껓뛨4꾅 둗땬룷릗
껓뉅몂 10,000뤈, 땷뉍릣둗귍샮 100,000뤈, 릸뙓[19]
50,000뤈, 뛎렎형⃝꺠뫱 10,000뤈, 릗뫬뵳쀗 10,000뤈,
쀢뉞뛦낿5⃞ 30,000뤈, 뫊샏귂 10,000뤈, 쀧럙뉅
10,000뤈, 낂녬덿 20,000뤈, 똭궎댾뫱 20,000뤈, 4⃞
껡녿뛒빲 20,000뤈, 똷럙벶렎빟 10,000뤈, 꾅벖
20,000뤈, 똭껆 20,000뤈, 땬十⃞뫱 5,000뤈, 샟릺럙뼱
뒄뉅뫪 뫇덯릻꾅 200,000뤈, 덿뢥룷 20,000뤈, 쀡뛨
섢럙뽋뼱 뫇덯릻꾅 300,000뤈, 쀡뛨섢럙뽋뼱 맄뫇맍
껓뿵샮맦 몉뱤[十七] 700,000뤈, 겧뉍릣뙓꽸땩 200,000
뤈, 릗뫬껓뉉럙뽋뼱 뫇덯릻꾅 650,000뤈, 똃8⃞럢
50,000뤈, 똷릸땱 30,000뤈, 4⃞껡뢯뺖 20,000뤈, 뙓
럶뫱 20,000뤈, 뛎렎형⃝꺠뫱 20,000뤈, 뵓4⃞뫱 10,000
뤈, 땬덾꺷 10,000뤈, 껓뫬뛗뽥 10,000뤈, 겧뉍릣뛗
뽥 10,000뤈, 릻꾅릸귂 10,000뤈, 렃뫪 10,000뤈, 둆
꺿릸귂 5,000뤈, 뛨뛨댾뫪⒄ C꾅 뫇덯릻꾅 50,000
뤈, 뫪꺭늕덾릻 릸뫪릢 20,000뤈, 뎕맩꾅 룋뙓똆
50,000뤈, 쀡뛨뒄낾 뫇덯릻꾅 50,000뤈, 뉏똃6⃞쀡룷
가⃝ 50,000뤈, 껠뗺둗꾅땬 뫬셃몉 10,000뤈, [十二]뛬뛬
10,000뤈, 맦똏뫬 10,000뤈, [十二]쁇룷 10,000뤈, 몜뎭
똃 10,000뤈, 럙룷똏땿뢽뉅 20,000뤈, JC뉍뼱 50,000
뤈, 릸땵뛧 60,000뤈, 샟릺럙뽋뼱 뫇덯릻꾅 150,000
뤈,껓뛨뒄낾뫇덯릻꾅 50,000뤈,一⃞뙓럢 30,000뤈

앝부민동
샦쁇뙔 300,000뤈, 몜뛨룶 50,000뤈, 3뺟 뫇덯릻꾅
140,000뤈, 쀡5⃞전⃝샏쀠뤈(껓뿵 몉룶[19]) 200,000뤈,
껡릺쀡릲뤈(뤈맦똰뱦렑) 100,000뤈, [十二]똃빢 100,000
뤈, 쀡꺆뉅빐뤆(껓뿵 쀡땵뫬) 100,000뤈, 茵껓셁뺖
빓똂뒁뛝(껓뿵 [十二]뉏뙓) 50,000뤈, 변⃝궗뒄낾 뫇덯릻
꾅 100,000뤈, 맃빢쁍 150,000뤈, 一⃞똏똃릗(껓뿵 [十二]
샏뫬) 100,000뤈, 10뺟 뫇덯릻꾅(껓뿵 맃궏4⃞)
80,000뤈, 릸뢯뙔 100,000뤈, 몜꾅똆 50,000뤈, 릸뫊
뢦 30,000뤈, 똭귛럶(껓뿵똂릻샏) 20,000뤈, 꾅릻땱
땬렚(껓뿵 똂뱤껡) 50,000뤈, [19]뢥뢾 100,000뤈,
쀰됿쀡럷5⃞(껓뿵 [十二]궎뢯) 10,000뤈, 낾아⃝뎒 20,000
뤈, 샏뤈몉뙓(껓뿵 맃五⃞맍) 30,000뤈, 茵쀨 럑럫럑
50,000뤈, 몉늏뒄꿌(껓뿵 뱷몉둆) 50,000뤈, 5뺟 뫇
덯릻꾅(껓뿵 [十二]뢯똆) 241,000뤈, 덿뢾뙓 50,000뤈,
약⃝뤈빢 20,000뤈, 놻덯뫪 20,000뤈, 덿뢥뫪 100,000
뤈, 몉몉럩 30,000뤈, [十二]똏쁎 20,000뤈, 릸뫊샏
10,000뤈, 릙둁十⃞ 50,000뤈, 7뺟 뫇덯릻꾅(껓뿵릙똏
뛧) 100,000뤈, 몉뤈뫬 40,000뤈, 4뺟 뫇덯릻꾅
410,000뤈, LC뺖빓똂뒁뛝(껓뿵 4⃞맍샚) 500,000뤈,
쀳둹똖뼿뤁럙뽋뼱뫇덯릻꾅 100,000뤈

앝아미동
一⃞똏똃릗(껓뿵 [十二]샏뫬) 100,000뤈, 一⃞뱷녬뾁볗(껓뿵
벦몤셃) 100,000뤈, 껓똏뗻뛦(껓뿵 릙몤덁) 20,000
뤈, 6뺟 뫇덯릻꾅 70,000뤈, 17뺟 뫇덯릻꾅 150,000
뤈, 18뺟 뫇덯릻꾅 180,000뤈, 샾덁럷5⃞(껓뿵 릙뫊
샏) 200,000뤈, 땩냋릲럷5⃞(껓뿵[十二]반⃝뢦) 500,000뤈,
꾅뱤쀡릲뤈(뤈맦 [19]룶빣) 200,000뤈, 123럷5⃞(껓뿵
맃댾샚) 100,000뤈, 뵸뾁뫢 둗땬껓됺뤈몂(껓뿵 궎똭
뢯) 50,000뤈, 꺘변⃝릺뺟껁(껓뿵 릸뤈쀟) 50,000뤈,
믒쁇[十二] 100,000뤈, 6⃞뎎럙뫇뉯꺭 300,000뤈, 12뺟 뫇
덯릻꾅 250,000뤈, 23뺟 뫇덯릻꾅 240,000뤈, 16뺟
뫇덯릻꾅 350,000뤈, 꾘뉅꾘뉅뵑빇 50,000뤈, 룋맦릸
50,000뤈, 24뺟 뫇덯릻꾅 200,000뤈, 3뺟 뫇덯릻꾅
330,000뤈, 14뺟 뫇덯릻꾅 220,000뤈, 똂뫬샏 50,000

뤈, 21뺟 뫇덯릻꾅 150,000뤈, 둗뢯뎒럤전⃝(껓뿵[十二]뢯
먇) 30,000뤈, 8뺟 뫇덯릻꾅 270,000뤈, 15뺟 뫇덯릻
꾅 260,000뤈, 뱷녶땩 50,000뤈, [十八]뵑땩냋뎒 80,000
뤈, 22뺟 뫇덯릻꾅 190,000뤈, 10뺟 뫇덯릻꾅
200,000뤈, 몉뵑차⃝릲뤈(뤈맦 몉똆샟) 10,000뤈, 4뺟
뫇덯릻꾅 440,000뤈, 19뺟 뫇덯릻꾅 200,000뤈, 9뺟
뫇덯릻꾅 250,000뤈, 똏꽸이⃝샮 100,000뤈, 럙덬뛦맦
뎧뢯샮 50,000뤈, 쀡뢯럷5⃞(껓뿵 릸[十二]뱸) 30,000뤈,
뫇궗쁆똭럙뱽똭귏차⃝릲뤈 30,000뤈, 2뺟 뫇덯릻꾅
490,000뤈, 릸럷5⃞(껓뿵릸똷쀠) 50,000뤈, 믘땩냋릲
뤈(뤈맦 [十二]뢯六⃞) 50,000뤈, 뱷샏뒄낾 뫇덯릻꾅
100,000뤈, 똏뤈뉡똠 뫇덯릻꾅 120,000뤈, 7뺟 뫇덯
릻꾅 130,000뤈, 20뺟 뫇덯릻꾅 250,000뤈, 13뺟 뫇
덯릻꾅 190,000뤈, 뫇끵뢥 5,000뤈, 럛뉒냀 5,000뤈,
[十二]뢾뙕 10,000뤈, 벦룶둚 10,000뤈, 쀳둚릸 5,000뤈,
뎕뙕똆 10,000뤈, [十二]間⃝맍 10,000뤈, 덯맩쀢뉯꺭
5,000뤈, 꾅궗뛗뽥 10,000뤈, 릸뢯뫇 10,000뤈, 몉뢥
샟 10,000뤈, 럙덬렎뉇릸뫱(뤈맦벦셃뙔) 310,000뤈,
땷뉍릣둗귍샮똴1%땩냋궎꺋샮똴뫇덯맍뵑릏뤈샮 [十二]뵑 7
輜 166덿뛝, 맩쀲6⃞릺샮(샮맦 먇럢빢) 뎖덬 10輜 20
뾁, 껓똏땩(뫇뫪 댾럩) 낾늋 37덿뛝, 땷뉍릣둗귍샮똴
땷뉍릣뫪꽸맍쁊릲샮 前⃝룾릸둜 14뱦, 덾눹感⃝땮六⃞룼꾅
릏뤈샮(릏뤈맦 먇뙕맍) 낾늋 15덿뛝, 5⃞몋낾릸뢿뛝
쁊샮 355뚤A뫪4⃞ 쀟궎낾릸뢿뛝븿녧(샮맦 릸빢뛧) 낾
늋 25덿뛝, 쀡뉍릥샮릻꾅뎖덬 10輜 10뾁, 뛝뉍릻맩
샢룶똖빲(껓뿵[十二]뉏몜)뎖덬 10輜 10뾁

앝초장동
[十二]룣뙕 10,000뤈, 뛨間⃝맍 5,000뤈, 샚뢯뿵 5,000뤈,
뎕궗샚 6,000뤈, [十二]間⃝맍 10,000뤈, 몜뙕껡 10,000뤈,
[十二]뙓 10,000뤈, 릙몉덬 3,000뤈, 똏뙓쁇 10,000뤈,
[十二]뱽뙕 10,000뤈, 덿빢귏 5,000뤈, [十二]몉뢽 10,000뤈,
릸샏뢯 10,000뤈, 쀟一⃞맍 50,000뤈, 약⃝뉒궢 4,000뤈,
쀟똃뎭 10,000뤈, 몜쀨뙓 10,000뤈, 렃六⃞벸 5,000뤈,
[十二]一⃞맍 10,000뤈, 덿덯몉 10,000뤈, 똂間⃝셃 5,000뤈,
똂뢯땵 3,000뤈, 몉뙕럩 5,000뤈, 릸릙뱸 5,000뤈,
[19]빢샚 5,000뤈, 릸릙똆 4,000뤈, 뢽뵑룶 10,000뤈.
덁빐몤 5,000뤈, 렃몤뙓 10,000뤈, 릸몤뛧 20,000뤈,
몉릻똆 10,000뤈, 몜맩뛥 5,000뤈, 벦맩샏 20,000뤈,
[十二]똭맍 5,000뤈, 벦몉뢦 10,000뤈, [十二]뢾뙕 10,000뤈,
몋몉맍 5,000뤈, 똂쀡똰 6,000뤈, 덿땵꺿 5,000뤈,
뢪뢯六⃞ 10,000뤈, [十二]빢쁍 5,000뤈, 몋 뛪 10,000뤈,
쀡똏뤅 3,000뤈, 몜껓맃 5,000뤈, 릸샏뛧 5,000뤈,
럛六⃞뙓 5,000뤈, 릸六⃞뫊 5,000뤈, [十二]몉쁎 5,000뤈,
릸뱤똆 10,000뤈, [十二]뽎센⃝ 5,000뤈, 뎖늏붫 5,000뤈,
꽸껡똆 5,000뤈, 덿六⃞뢾 5,000뤈, 릸뫇샡 10,000뤈,
릸몂꾱 5,000뤈, 벦쁎똆 3.000뤈, 쀟똂뫬 5,000뤈,
뎕몤셃 5,000뤈, 똷꾘녍 20,000뤈, 맦벸맍 10,000뤈,
벦뱤샡10,000뤈, 몉一⃞맍 10,000뤈, 뫇뙔맍 20,000뤈,
[十二]늏十⃞ 10,000뤈, [十二]릙맍 20,000뤈, [十二] 뫊 10,000
뤈,덿됿뙓 10,000뤈,릸몉뙕 5,000뤈,몉릗뫬 10,000
뤈,약⃝덯間⃝ 5,000뤈,[十二]六⃞뱸 10,000뤈,뎖뱤꽸 10,000
뤈, 뱷릏間⃝ 10,000뤈, [十二]六⃞껓 10,000뤈, [十二]똃덁
10,000 덿뫪쁇 10,000뤈, 몉뢯둚 3,000뤈, 렃몤뙕
3,000뤈, 덿둆뙕 5,000뤈, 릸뫬샏 10,000뤈, [十二]땵룶
10,000뤈,릸뤈뛧 10,000뤈

앝충무동
덿릢덬 60,000뤈, 똂뤈뛝릏뼱샕뫇덯릻꾅 200,000뤈,
껓뢯빟 100,000뤈, 벦間⃝뢾 30,000뤈, 덿릙뱸 10,000
뤈, 렗덬럩 10,000뤈, 덬껊센⃝벷땩 30,000뤈, 뛦껓
으⃝땩 30,000뤈, 약⃝뵑뤈 50,000뤈, 샦됾뙕궗 10,000
뤈, [十二]뢾맍 10,000뤈, 릸쀨뙓 20,000뤈, 뢯뒃뎇몂
50,000뤈, 럛릻땩 50,000뤈, 릻덬몉럙4⃞믌 50,000뤈,
뛝뺃릸늕뺇 10,000뤈, 벦뫇쀨 10,000뤈, 뱽벸뺟뛨
20,000뤈, [十二]뫪쁍 30,000뤈, [十二]뙕뢾 30,000뤈, 릸몉
뫬 20,000뤈, 으⃝뫇늤 100,000뤈, 뿺눻몉릲뤈 100,000
뤈, 뢯릺럷5⃞ 100,000뤈, 뺖똏럷5⃞ 100,000뤈, 뺖뉍
뺖럷5⃞ 30,000뤈, 궗쀨늌뵑 200,000뤈, 뎖렃똓빑
20,000뤈, 뢯㊥뉍릣 20,000뤈, 똏궗뒁꺭놩 30,000뤈,
뫬렃샏뉽六⃞빟 20,000뤈, 벿댾붛꺷뉅 50,000뤈, 껓뛨
샟덃 30,000뤈, 늏덁[十二]뎏 50,000뤈, 럛뢯됿 30,000
뤈, 똭끪뛧껊 30,000뤈, 됾뙓빐럷뫇땵땩 20,000뤈,
덾눹感⃝땮六⃞룼꾅릏뤈샮 350,000뤈,몉믕[19] 100,000뤈,
쀽뉅볗럙뽋뼱뫇덯릻꾅 100,000뤈, [十二]間⃝됿 20,000뤈,
맃뙔맍 30,000뤈, [十二]빢뫊 20,000뤈, 벦맩뙔 20,000
뤈, [十二]꺿똆 10,000뤈, 꽨녬땩 10,000뤈, 꾅뫬붛뽊
100,000뤈, 쀤셁궫늋 50,000뤈, 렃몤똃 50,000뤈, 쀟
꾅뫱 20,000뤈, 쀨렃부⃝ 10,000뤈, 궗똏쀗쁆 30,000
뤈, 뢚릸뿾 10,000뤈, 벦뉒궗 20,000뤈, 릸맩릻
10,000뤈, [十二]뵑쁇 30,000뤈, 댹뛬뢯맩렎뉇릸뫱
30,000뤈, [十二]궗뙔 20,000뤈, 꾅궗럷쀀 100,000뤈, [十二]
六⃞뢯 30,000뤈, 쀟꾅땵샮 10,000뤈, 됾뛥 뛝꺲
50,000뤈,둃뢢눾형⃝릣럙뽋뼱뫇덯릻꾅 800,000뤈

앝남부민1동
릹늏 26,440뤈, 릹늏 3,810뤈, [十二]몉럛 30,000뤈, 茵
땱약⃝100,000뤈, 믘몧릢릲뤈 50,000뤈, 껓늏빟 30,000
뤈, [十二]뢯맍 30,000뤈 [十二]꾘똓 100,000뤈, 릸몉냋
10,000뤈, 1뺟 뫇덯릻꾅 160,00뤈, (릗)뛨럙몤쀥
100,000뤈, 2뺟 뫇덯릻꾅 180,000뤈, 8뺟 뫇덯릻꾅
100,000뤈, 먇一⃞뱸 50,000뤈, 럛꾅뛧 30,000뤈, 룷뉉
뒄낾 뫇덯릻꾅 100,000뤈, 덿똏뢦 20,000뤈, 릸맃땵
20,000뤈, 릹늏 10,000뤈, 쁇껓빐룼 몜늏뙕 100,000
뤈, 12뺟 쁇껓빐룼 뫇덯릻꾅 420,000뤈, 쀟뢯뙔
80,000뤈, 쀰됿쀡뢽뉅 200,000뤈, 벿댾뉡똠 100,000

뤈, 셁럙뉡똠 50,000뤈, 샏땬궎뵑차⃝ 100,000뤈, 3뺟
뫇덯릻꾅 200,000뤈, 9뺟 뫇덯릻꾅 250,000뤈, 10뺟
뫇덯릻꾅 150,000뤈, 둗뛥럙뽋뼱 50,000뤈. 7뺟 뫇덯
릻꾅 150,000뤈, 4뺟 뫇덯릻꾅 300,000뤈, 뎒릏쁊릲
샮 100,000뤈, 덿됿뢦 30,000뤈, 8뺟 뫇덯릻꾅
200,000뤈, [十二]릢셃 100,000뤈, 뙓[十七]몤쀥센⃝똈 50,000
뤈, 릹늏 322,090뤈, 땷뉍릣둗귍샮4,416,000뤈, [十二]쀨
땵땩 997,500, 쀡놽낾릸뢿뛝븿녧 997,500뤈

앝남부민2동
20뺟 8뎇 뫇덯릻꾅 100,000뤈, 뱷뉍땬 껓뎮땩
100,000뤈, 릗덬뵠5⃞뙓 50,000뤈, 똆뱤샳뫱 50,000
뤈, 궗[15]맦렎4⃞릸 350,000뤈, 茵뿺눻덾꺷 50,000뤈,
뎖귏샳뫱 50,000뤈,쀟럸꾻껓릸늕럶 50,000뤈먇뉙껓
겢맦렎 20,000뤈, 꾻껓쀢뉞뫱 20,000뤈, 꾅쀨샳뫱
20,000뤈, 둗 뱷뉎 10,000뤈, 20뺟 4뎇 뫇덯릻꾅
100,000뤈, 20뺟 5뎇 뫇덯릻꾅 100,000뤈, 벦릺꽸
5,000뤈, 덿間⃝뙔 5,000뤈, 렃덯맍 10,000뤈, 덿 뫇
10,000뤈, [19]빢셃 10,000뤈, 쀳뢯뙔 10,000뤈, 수⃝뙓
몉 28,000뤈, 몉뙔맍 50,000뤈, [十二]뙓룶 8,000뤈, 릸
덬맍 5,000뤈, 쀟뢯맍 10,000뤈, 맦릣꽻 5,000뤈, [十二]
쁇뱸 5,000뤈, 렃똏샡 5,000뤈, 똏五⃞됿 10,000뤈, 릸
믕뙓 10,000뤈, 뫇쀠늕 20,000뤈, 릗몉섁 10,000뤈,
벦똭맍 5,000뤈, [十二]쀡뱸 5,000뤈, [十二] 뢦 10,000뤈,
약⃝뙕셃 10,000뤈, [十二]댾둗 15,000뤈, 뢥똓꺷똳릲뤈
100,000뤈, 릸땵놇 80,000뤈, 릸똏껓 50,000뤈, 몉몉
十⃞ 50,000뤈, 17뺟 뫇덯 뒃됺 늕릠六⃞ 21,800뤈, 꾻껓
아⃝렚땩 30,000뤈, 둗땬릻됾뫪5⃞ 20,000뤈, 샟똏수⃝뒁
30,000뤈, 꾻껓럷5⃞ 20,000뤈, 뛨샟덬룶뛪 20,000뤈,
으⃝쀲됾뉅뎏 20,000뤈, 릗맦[十七] 10,000뤈, 뱽덬덬룶뛪
10,000뤈, 귦뛬형⃝ 10,000뤈, 덬똭뛧껊 10,000뤈, 몋
릻뉍뼱 10,000뤈, 꾻껓뫇빣 10,000뤈, 뫇럛럷5⃞
10,000뤈, 룷몉둚뛧 10,000뤈, 뉏덃땵샮 10,000뤈,
꾅럙SK뺇녬붠 10,000뤈, 릙셃뢯 10,000뤈, 쀡뉍릥귛
녍뎒 10,000뤈, 뫑럦둗꾅땬 10,000뤈, 둗땬뛧껊
10,000뤈, 껓꾅뎇몂 10,000뤈, 릢똏땵샮 5,000뤈, 똏
뤈궑뛦 5,000뤈, 낉됾둚뛧뫱 5,000뤈, 꽻[十八]뛝뉰꺠궔
5,000뤈, 릸늏덁 5,000뤈, 똷꽸뢽뺖덾릸 5,000뤈, 늏
뫬렃됿몂 5,000뤈, 뢿꺆뉅똓빑똭 5,000뤈, 뺇녮뼱덬
룶뛪 5,000뤈, 꾻껓샳뫱 5,000뤈, 12뺟 뫇덯릻꾅
300,000뤈, 룶뫬땵샮 120,000뤈, 똂둗땷뉍릣一⃞으⃝
100,000뤈, 덿쀨타⃝ 200,000뤈, 뱦쁇맍 100,000뤈, 궗
둗덯끟뫱 50,000뤈, 룷뱤뒄낾뫇덯릻꾅 30,000뤈, 릙
룶껡 20,000뤈, [十二]뢯럙 10,000뤈, 덁꾱릻 10,000뤈,
릸샸똆 230,000뤈, 쀨약⃝덬룶뛪 5,000뤈, 똂릹뢫
5,000뤈, 덾꺷럷5⃞ 20,000뤈, 샚맩[十三] 200,000뤈, 덿
뙔셃 100,000뤈, 3뺟 뫇덯릻꾅 200,000뤈, 덿쁎몉
35,000뤈, [十二]릙샟 10,000뤈, [十二]둚맍 10,000뤈, [十二]꾻
맍 10,000뤈, [十二]뢥맍 10,000뤈, 맦뢯뙔 10,000뤈, [十二]
間⃝샏 10,000뤈, 뛨덬間⃝ 10,000뤈, 릸샏똆 10,000뤈,
몉똏빢 10,000뤈, [十二]둆쀠 10,000뤈, 뛬땵섁 10,000
뤈, [十二]쀨여⃝ 10,000뤈, [十二]룶뛪 20,000뤈, 릸둆놁
10,000뤈, 릸맩뙕 10,000뤈, 뛨릺맍 10,000뤈, 19뺟
뫇덯릻꾅 35,000뤈, 9뺟 뫇덯릻꾅 70,000뤈, 궗둗덯
릲뤈 100,000뤈, 2뺟 뫇덯릻꾅 150,000뤈, 4뺟 뫇덯
릻꾅 150,000뤈, 8뺟 뫇덯릻꾅 270,000뤈, [十二]몉샏
100,000뤈, 15뺟 뫇덯릻꾅 250,000뤈, 20뺟 6뎇 뫇덯
릻꾅 100,000뤈, 껓뫬빐뤆뉡똠 벦됺릲 룣 뫇덯릻꾅
100,000뤈, LG뉍뉇빐뤆 릸샸똆 룣 뫇덯릻꾅 150,000
뤈, 껓뫬빐뤆 벦됺릲 20,000뤈, 20뺟 2뎇 뫇덯릻꾅
100,000뤈, 덁껡릻 10,000뤈, [十二]間⃝냀 10,000뤈, 몉둚
뙕 10,000뤈, 18뺟 뺟뛨땩댾뛪 13,000뤈, 10뺟 뫇덯
릻꾅 200,000뤈, 껓꾅뉡똠 뫇덯릻꾅 50,000뤈, 一⃞샏
됿5⃞ 200,000뤈, 껓샏뺃븼 50,000뤈, 똓 릲뤈
50,000뤈, 약⃝뵑뉏 30,000뤈, 쀨놼뱸아⃝똭 20,000뤈,
쀨놼낾릸뼱 20,000뤈, 뢿꺆뉅럷5⃞ 10,000뤈, 궗뾁뛧
껊 10,000뤈, 뱷뉍뛧껊 10,000뤈, 뉏뉅쀲 10,000뤈,
됵맩룶 10,000뤈, 똷뉉똓빑똭 10,000뤈, 벦쀡뛧
10,000뤈, 뱽꽸꾌뫪5⃞뎏 10,000뤈, 땱샟뫇믒맦 5,000
뤈, 뉞릻궑뛦 5,000뤈, 똂4⃞뫪뱾맦럩릺쁊샮 샮맦 덁
뙕룶 238,000뤈, 6뺟 뿾뉅뽮럙뽋뼱뫇덯릻꾅 400,000
뤈, 22뺟 뫇덯릻꾅 200,000뤈, 껓뫬럙뽋뼱 둗귍샮
100,000뤈, 몉뢥꽸 44,000뤈, 쀤셁궫늋 30,000뤈, 몜
몉셃 10,000뤈, 릸뢥뙕 20,000뤈, 둗 맦뛧 5,000뤈,
릸땵꽽 10,000뤈, 릸뢥[十七] 10,000뤈, 릸쀠맩 3,000뤈,
늕꾰꺭뢚덬룶뛪 10,000뤈, 쀲럙덬룶뛪 10,000뤈, 뱽
쀟놩 10,000뤈,몉똏빢 10,000뤈

앝암남동
릹늏 뎖덬 10輜 50뾁, JBG놆뫪뛝뽂뛝(껓뿵 럛뢯뫊)
뎖덬똴낾늋 7,500,000뤈, 茵똷꽸쀨땵뵽릸둼뵝(껓뿵
벦샸똌)뎖덬똴[十二]뵑 2,220,000뤈,茵릸럫뛗(껓뿵[十二]릢
덬) 뛨뎉 200붎녬, 땷뉍릣둗귍샮 [十二]뵑 5輜 133덿뛝,
릹늏 8,470,000뤈, [十二]몤섁 500,000뤈, 뺟룷샮 릻꾅
500,000뤈, 똷꽸빜뛝뒄 뫇덯릻꾅 400,000뤈, 먆뛭맍
둆땩샮 200,000뤈, 똷꽸몉뉉뒁뵑빐룼 뫇덯릻꾅
200,000뤈, 땱間⃝뒄낾뉡똠 뫇덯릻꾅 200,000뤈, 똷꽸
쁇껓럙뽋뼱 1꾅 뫇덯릻꾅 180,000뤈똴2꾅 뫇덯릻꾅
154,000뤈, 뛨릹됶맦럙뽋뼱 뫇덯릻꾅 150,000뤈, 11
뺟 뫇덯릻꾅 150,000뤈, 똷꽸똂뉇뢝뉍눹 뫇덯릻꾅
150,000뤈, 20뺟 뫇덯릻꾅 137,000뤈, 16뺟 뫇덯릻꾅
100,000뤈, 으⃝녴뒄낾뉡똠 100,000뤈,똷궗뛦맦뎧뢯샮
100,000뤈, 똷꽸셑빐룼 뫇덯릻꾅 100,000뤈, 6뺟 뫇
덯릻꾅 80,000뤈, 똷꽸[十五]뉇뒁뵑뉡똠뫇덯릻꾅 80,000
뤈, 똷궗땵형⃝럙뽋뼱뫇덯릻꾅 50,000뤈, 땱둗뉡똠뫇
덯릻꾅 50,000뤈, 땱똏뒁뵑빐룼 뫇덯릻꾅 50,000뤈,
똭쀃[十二]뎏(껓뿵 몜一⃞뫊) 50,000뤈, 똷꽸꾅릻뛝릏뼱럙
뽋뼱뫇덯릻꾅 50,000뤈, 릙間⃝뛥 50,000뤈, 쀡똏뉡똠
뫇덯릻꾅 50,000뤈, 빢間⃝뛦뼿뒄 뫇덯릻꾅 50,000뤈,
벦뢯맍 33,000뤈, 룶뛥이⃝뢣(껓뿵 벦둆똃) 30,000뤈,
뛨쁇맍 20,000뤈, 25뺟 뫇덯릻꾅 20,000뤈, 쀨꾅뒄낾
뫇덯릻꾅 20,000뤈, 꾅릻꾘걯뒁뛗뽥(껓뿵 몜뙕뢥)
10,000뤈,뉗맆꺠뎏뫱(껓뿵몜뢾뙕) 10,000뤈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똴성품기탁자명단
※미게재 명단은 2월 서구신문 게재



부산중부소방서(서장 이진호)가 부산소방안전본

부가 뜬현장에 강한 부산소방뜯 구현을 위해 11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뜬2018년 소방행정 종합

역량평가뜯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화재예방정책과 현장대응활동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

로 3개 분야, 72개 지표로 소방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진호 서장은 뜨2019년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

으로 소방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을 분석하고 보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

겠다.뜩고 밝혔다.

(문의 부산중부소방서 760뚤4191)

송도해수욕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 활성

화를 위해 실시하는 뜬2019뚤2020 한

국관광 100선뜯에 선정됐다.

뜬한국관광 100선뜯은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표되고 있는데 기

존 뜬한국관광 100선뜯 평가, 지자체

추천, 빅 데이터 분석 등으로 예비

후보를 가린 뒤 1차 서면평가(정

성똴정량),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된다. 4회째인 뜬2019뚤2020 한국관

광 100선뜯에 부산에서는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해

해운대해수욕장똴태종대똴자갈치시장똴마린시티똴감천

문화마을 등 6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

은 1960∼70년대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이름을 날

렸으나 생활하수 유입과 태풍으로 인한 모래 유실

등으로 상당기간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2000년

부터 송도연안정비사업, 개장 100주년(2013년) 기

념 4대 명물(해상케이블카똴해상다이빙대똴구름다

리똴포장유선) 복원사업,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등이 속속 성과를 내면서 화려하게 부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름산책로똴해상

케이블카똴오토캠핑장 등 특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

과 각종 축제 및 해양스포츠대회 개최 등에 힘입

어 2017년에는 방문객 1천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해상케이블카는 뜬2017년 부산 10대 히트상품뜯 1위

에 뽑히기도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송도용궁구름

다리(암남공원∼동섬) 복원사업과 해양레저타운 조

성사업이 완공되면 구름산책로에서 암남공원까지

관광벨트로 연결돼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뚤4082)

살기 좋은 우리 동네 13제247호

송도해수욕장, 뜬한국관광 100선뜯 선정
구름산책로똴해상케이블카 등 특화된 관광인프라 효과 톡톡

부경보건고등학교 [2년제]
병설 부경중학교 [2년제]
부산시 사하구 두송로 40(장림동)

상 담 전 화
051)266뚤4352∼3
www.queen.hs.kr

2년이면 졸업하는

성인 중똴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현재모집중
선착순마감

<유료광고>

중학교 [2년제]

주간(3학급)

야간(2학급)

앍만 16세 이상 성인 남녀

앍전액무료(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앍검정고시 없이 중학교 졸업장 취득

고등학교 [2년제]

주간(3학급)

야간(2학급)

앍만 16세 이상 성인 남녀

앍수업료 교육청 지원(본인부담월 16,660원)

앍검정고시 없이 대학진학 가능

지하철 장림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마을버스 3번 환승 가능

2018학년도

사진은 송도해수욕장의 명물 구름산책로를 걷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중부소방서,최우수기관선정

2018년소방행정종합역량평가결과

사진은 뜬2018년 소방행정종합역량평가뜯 시상식모습.

앝납세의무자：2019.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앝납부 기간：2019. 1. 16.∼1. 31.[16일간]

앝납부 방법：각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사

이버지방세청)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편의점 수납

기 이용,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이

용 모바일 납부 등

앝문의：세무과(240뚤4251)

1월은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의달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사이버지

방세청의 접속 속도가 느리니 미리 납부하시면 편리합

니다.

서구는 구민 1천200명을 무보수 명예직인 명예 사

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2월부터 대대적인 복지사

각지대발굴및지역사회보호체계강화에나선다.

서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똴복지통장똴생활관리사똴요구르트 배달

원똴집배원 등으로 독자적인 인적안전망 주민신고

체계인 뜬희망나래단뜯을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뜬희망나래단뜯 가운데 일정 교

육을 이수한 뜬희망나래단 리더뜯들을 명예 사회복

지공무원으로 위촉똴운영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

촘히 짜기로 한 것이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각 동 별로 50∼145명

씩, 총 1천200명 규모이며, 오는 1월 31일까지 구

민들을 대상으로 온똴오프라인에서 집중 공개모집

하고 있다. 서구는 기존 뜬희망나래단뜯을 우선 모

집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전기똴가스똴수

도요금 체납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장기투숙객이 많은 여인숙 등 저가 숙

박업소, 주민 접촉 기회가 많은 동네 슈퍼마켓이

나 미용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참여를 유도해 나

가고 있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뚤4338)

서구 뜬희망나래단 리더뜯를 찾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1,200명 모집, 위기가구 집중 발굴



서구는 올해부터 첫째아에게도 출산지원금 20

만 원을 지급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둘째아

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

책 가운데 하나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 가정으

로 출생 신고일 현재 부모 중 한 명이 서구에 거주

하고주민등록이등재돼있어야한다.

서구는 현재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5회 분할), 넷째아 이후 300만 원(10회 분할) 등

단계별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

부터는 5년 납입 10년 보장 조건의 어린이종합보

험(상해 및 의료보장보험, 월 1만3천 원)도 지원하

고 있다. 또 출산용품 지원업체인 라이온코리아

(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해 출

생 신고 시 손세정제 세트를 선물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뜨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관내 전 어린이집에 대해 공기청정

기를 지급했으며 엄광산유아숲체험장에 이어 구덕

산유아숲체험원을 개장하는 등 아이를 낳고 키우

기 좋은,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첫째아 출산지원금이 출

산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

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뜩라

고 밝혔다.

(문의 가족행복과 240뚤4354)

지 /붕 /개 /량

최고의 장점

슬라브옥상,기와똴슬레이트지붕에

확실한방수!! 단열효과!!

칼라강판은 어떤 형태의 지붕도 아름답게 시공할 수 있
습니다. 수명 반영구적! 칼라강판은 다양한 색상과 모
양, 단열효과까지 갖춘 경량지붕재! 고온열처리(특수코
팅)로 차후도색이 필요 없습니다.

포항칼라강판 ☎010뚤5524뚤0043

<유료광고>

생생 생활정보14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유료광고>

괴정역 3번 출구 앞 051뚤203뚤8836

부산작명소
<유료광고>

작명개명전문똴아기이름전문똴상호아호전문

작명전문가/소장정정해

앍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졸업

앍일본국 대동문화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졸업

앍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앍구 한일은행 근무

앍여산명리학회 학술위원

앍한국작명가협회 정회원

앍현 부산작명소 소장

이름감정무료 똴 개명상담무료

좋은 이름 듣기, 좋은 생각하기, 좋은 희망 갖기

첫째아에게도 출산지원금 준다
올해부터 20만 원 지급…출산장려정책 더 확대

서구는 지난 1월 2일 100세 어르신들을 축하하

고, 현장 공무직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뜬노(칀)똴노

(츷) 케어 행사뜯로 기해년 새해 첫 대외 공식업

무를 시작했다.

서구는 이날 오전 올해로 100세가 된 하차수

(동대신2동)똴김덕금(초장동) 어르신의 집을 구청

장이 직접 방문해 상수(홃e)를 맞은 것을 축하

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낮에는 환경미화원똴도로관리원 등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70여 명의 현장 공무직 근로자들을 암남동

주민센터 2층 강당으로 초청해 떡국 점심을 대접

하고 격려했다. 새해 업무 첫날 현장 공무직 근

무자들을 위한 오찬 행사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이날 구청 직원들이 직접 떡국을 끓이고

구청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이 떡국

을 담고 고명을 얹는 등 배식봉사에 나서 훈훈함

을 더했다. 또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간단한 이

벤트도 진행돼 행사장에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문의 총무과 240뚤4113)

노(老)－100세 맞은어르신문안

노(勞)－현장 근무자 점심 대접

새해 뜬노똴노 케어 행사뜯로 훈훈한 출발!

생활쓰레기 배출

주차장 무료 개방 안내

얠서구청및송도오션파크：2. 2.(토)∼2. 6.(수)

얠학교운동장：2. 2.(토)∼2. 6.(수) 18：00까지

(문의 교통행정과 240뚤4552)

응급진료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얠운영 기간：2. 2.(토)∼2. 6.(수)

얠운영 내용

▷서구보건소：응급진료상황실 설치똴운영

▷종합병원응급실：24시간 비상진료체계

▷연휴기간 문 여는 병똴의원 및 약국 지

정똴운영

앍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

터(☎119), 시똴도 콜센터(☎120) 문의

앍홈페이지(보건복지부, 시똴도, 중앙응급

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서구 홈페

이지),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뜬명절

병원뜯, 뜬명절진료뜯 등검색) 이용

앍휴무 의료기관에서 인근 문 여는 병똴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문의 서구보건소 240뚤4874)

설연휴생활정보안내

날짜 수거 여부 수거 종류 문의

2. 2.(토) × ×

청소행정과
(240뚤4432)

2. 3.(일) ○ 일반, 음식물 쓰레기
2. 4.(월) × ×
2. 5.(화) × ×
2. 6.(수) ○ 재활용품

연락처 운영 시간

서구청 240뚤4151 2. 2. 09：00∼2. 6. 18：00

송도오션파크 248뚤0112 매일 11：00∼20：00

※ 주간(09：00∼18：00) 진료 실시, 18：00 이후 비상

연락망 유지

※관내 종합병원：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

신대학교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학교명 연락처 학교명 연락처

구덕초 242뚤6600 천마초 250뚤6701
남부민초 244뚤3987 토성초 250뚤0800
대신초 248뚤0941 대신중 240뚤1411
동신초

(2월 3일부터)
240뚤0700 부산여중 240뚤0910

부민초 603뚤2171 초장중 242뚤1412
송도초 250뚤5700 경남고 250뚤5100
화랑초 248뚤0165 부산서여고 공사로 미개방

※개방기간 외 차량주차 시 견인조치 됩니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현장 공무직 근무자들의 오찬 모습.

<老똴勞>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6. 1. 1.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실시된다. 접종 백신은 BCG(피내용), B형

간염, DTaP, Td, Tdap, 폴리오, 수두, MMR,

DTaP뚤IPV,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Hib(뇌수

막염), PCV(폐렴구균),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

러스(HPV), 인플루엔자 등 총 17종이다.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백신은 일정 시기, 일부 의

료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종 전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 및 스마

트폰 어플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

다. (문의 서구보건소 240뚤4870)

흡연자들의 새해 결심 가운데 으뜸은 뜬금연뜯일

것이다. 하지만 작심삼일, 몇 번의 시도 뒤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 성분의 중독 탓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흡연은 본인 의지만으로 성공할

확률은 3%에 지나지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

을 경우 30%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난공불락과도

같은 금연을 도와줄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부

산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를 소개한다.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보건소 2층)은 매주 월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점심시간 제외) 연중 운영되는데 금연 하고자

하는 흡연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금연클리닉은 참가자가 주 1회, 총 6회 보건소

를 방문으로 진행된다. 방문 첫날에는 등록과 함

께 1차면담과 기초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이어 체

내 일산화탄소똴혈압똴체중똴복부둘레 측정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금연보조제(니코틴 패

치, 껌, 캔디) 및 행동요법제도 지급된다. 2∼6회

에는 금연으로 인한 금단증상 유무 및 금연 유지

를 위한 수칙을 확인한다.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지급 등도 계속된다.

6회 방문이 끝난 뒤에는 관리에 들어간다. 6개

월간 지속적으로 문자발송이나 전화상담이 진행되

고 금연 3개월똴6개월에는 니코틴 소변검사가 실시

된다. 금연 6개월 성공자에게는 수료증 및 기념품

도 제공된다.

(문의 서구보건소 240뚤4844∼6)

부산금연지원센터(부산대학교병원 옆 부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5층)는 국가 지정으로 부산대

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부산금연지원센터의 금연프로그램은 단체 대상

의 일반지원형 캠프(1박2일)와 개인 대상의 전문

치료형 캠프(4박5일) 두 가지이다.

일반지원형 캠프는 금연의지가 있는 성인흡연자

(기업체 등 단체 5∼20명)를 대상으로 연 1∼2회

무료로 실시된다. 장소는 부산시내 호텔 또는 사

찰(템플스테이)이며 이산화탄소 측정, 금연교육,

집단심리상담 등이 진행된다.

전문치료형 캠프는 중증똴고도 흡연자(개인)를 대

상으로 병원 내에서 건강상태평가, 금연교육, 금연

진료, 개별 및 그룹 심리상담, 운동 등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이 캠프는 월 1∼2회 진행되

는데 참가비는 10만 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0% 감면)이며 수료 후 환급된다.

단, 금연약물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및 약제비는

본인부담이다. (문의 부산금연지원센터 244뚤9030)

건강한 생활 15제247호

금연,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만 12세 이하 위탁의료기관 무료 접종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재)마리아수녀회
알로이시오기념병원

256뚤3045 세광의원 255뚤6987

동아대학교병원 240뚤5120 장편한내과 242뚤1088

구세산부인과 253뚤9555 바른병원 247뚤0119

부산대학교병원 240뚤7289 새부산산부인과의원 245뚤0686

삼육부산병원 600뚤7575 김도현이비인후과 255뚤8275

고신대학교복음병원 990뚤6114 남부민의원 256뚤3375

연세다솜의원 244뚤7855 중앙의원 231뚤5378

전윤숙소아과 522뚤8886 참조은의원 241뚤3476

주남혁소아과 248뚤7575 다사랑의원 245뚤7856

이의용밝은길요양병원 244뚤2446 삼성메디칼의원 231뚤0277

지종현소아과 231뚤5008 속튼튼원내과 243뚤7515

우리동네이비인후과 255뚤9119 송도요양병원 244뚤3315

앝서구 관내 위탁의료기관(24개소)

프로그램명 운영 내용 운영 일시 운영 장소 모집 대상 신청 기간 문의

치매안심센터 쉼터운영 인지재활교육, 단기보호(3시간)
월∼금

09：00∼12：00
꽃마을작은도서관
(서대신4동)

치매환자 연중 상시 240뚤4912

산후우울 검사
출산 후 우울예방을 위한 자가 설문조사,

필요시 전문가 상담 연계

연중 상시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출산 1년 이내 여성 연중 상시
240뚤4869
240뚤4865

아토피보습제 지원 아토피피부염환자 보습제 지원
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아토피환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

연중 상시 240뚤4881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체내 니코틴검사,

금연보조제똴행동요법제 등 무료 지원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실

흡연자 연중 상시
240뚤4844
∼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

가정방문 재활운동, 뇌졸중 기능훈련교실,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등

보건소 5층
물리치료실

지역사회 등록 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서구민

연중 상시 240뚤4879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실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상담 등
보건소 2층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실
주민 누구나 연중 상시 240뚤4904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인바디 활용한 체지방측정 및 상담 등
보건소 2층
통합건강관리실

주민 누구나 연중 상시 240뚤4848

마을건강센터 운영

혈압, 체지방 및 스트레스 등
기초건강지표 측정 및 상담,
주민건강향상프로그램 운영
(운동, 인지향상, 체조 등)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6층,
아미골행복센터 2층,

서대신1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 누구나 연중 상시 240뚤4903

마음건강검진 우울, 불안, 스트레스 검진 및 상담
보건소 2층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 누구나 연중 상시 246뚤1981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주민 누구나
※신분증 지참

연중 상시 240뚤4905

방문건강관리
건강기초조사 및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취약계층(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연중 상시 240뚤4861

앝접종 대상：1954년 이전 출생자

앝접종 장소：서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 지참

앝문의：서구보건소(240뚤4915)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안내

올해는 돼지!

주 1회, 총 6회방문…무료운영 단체 1박2일똴개인 4박5일진행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부산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뜨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뜩

서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로 손꼽히는 생활고 해소를 위해 올해 일자리 사

업의 규모를 대폭 늘리고, 사업 시행 시기도 한

달 가량 앞당기는 등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노

인복지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구는 우선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국똴시

비 51억8천600만 원을 투입해 43개 사업, 1천770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

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은 13억1천800여만

원(34%), 일자리수는 309개(38%)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올해 일자리는 공익활동(노뚤노케어, 사회복지시

설 도우미 등), 시장형(공동작업, 제조판매), 인력

파견형 등으로 참여자들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뚤노케어,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골목길 지킴이,

학교급식 및 출산가정 도우미, 버스승강장 청소,

금연 홍보, 구덕문화공원 해설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경로

당 수리 수선, 카페(느린찻집) 운영, 국수 및 어묵

제조 판매(국수랑그집), 인력 파견(해피기동대), 주

정차 계도 등 200여 개의 신규사업도 마련해 선택

의 폭을 더욱 넓혔다.

서구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시기도 종전 3월에

서 2월로, 참여자 활동비 지급일도 익월 5일에서

당월 말일로 앞당기는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사업은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급

수급자(대기자 없을 경우 만 60∼64세도 가능), 시

장형은 만 6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월 25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나 수행

기관(서구노인복지관, 부민노인복지관, 서구종합사

회복지관,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부산서구시니어클럽)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연중 노뚤노케어 사업과 U뚤서포터즈사업

은 정부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이미 참여신청이

마감됐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뚤4375)

일자리16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일반기업

문의：서구취업정보센터(www.bsseogu.go.kr) ☎240뚤6686~8, 6690 fax.240뚤6689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www.bsseogu.go.kr) ☎240뚤3561∼8 fax.241뚤4356똴 똴 똴 똴

※게재 중 모집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는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근무지
모집
인원

학력/경력 시간 임 금 접수마감일 사업장명 모집직종 근무지
모집
인원

학력/경력 시간 임 금 접수마감일

올해 노인일자리 1,770개 만든다
전년 대비 38% 증가… 뜨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뜩

앎12개월 계약시：30%
앎 6개월 계약시：20%
앎 3개월 계약시：10%

앝광고문의：문화관광과 240뚤4074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앝사업 기간：2019. 4. 3.∼6. 14.

앝접수 기간：2019. 2. 18.∼2. 22. [5일간]

앝접수처：주소지 동 주민센터

앝구비서류：신분증, 건강보험증(최근 발행분)

앝신청 자격：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

앝문의：복지정책과(240뚤6684, 6695)

각 동 주민센터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안내

앝조사 기간：2019. 2. 13.∼3. 12.

[기간 중 25일간]

앝조사 대상：2018. 12. 31. 현재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앝조사 항목：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1개 항목

(공통항목 10개, 부산시 특성항목 1개)

앝조사 방법：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병행)

앝문의：기획감사실(240뚤4034)

제1기서구여성센터수강생모집

앝교육 기간：2019. 2. 18.(월)∼5. 10.(금)

(12주)

앝교육 장소：서구여성센터 3층 강의실

(남부민동 소재)

앝교육 내용

앝수강료：무료(재료비 본인 부담)

앝신청 기간：2019. 1. 28.(월)∼2. 8.(금)

※과정별 정원 25명 선착순. 서구 주민 우선

앝신청방법：서구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앝문의：서구여성센터(240뚤3561)

교육시간 월 화 수 목 금

10：00∼
12：00

의상
제작

규방
공예

캘리
그래피똴
POP
손글씨

퀼트 홈패션

13：00∼
15：00

다문화여성한글교실
니들아트
(매듭공예)

공공기관

사업장명 모집직종 근무지
모집
인원

학력/경력 시간 임금 접수마감일

부산의료원 건축기사 연제구 1명
무관/건축관련
업무 2년 경력

08：30∼
17：30

3,400만 원 이상 2월 7일

＊㈜인성글로벌 경리사무원 암남동 1명
무관/경력

(최소 1년 이상)
08：00∼17：30

연봉
2,400만 원 이상

3월 3일

＊한울타리재가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보수동 2명
무관/경력

(최소 1년 이상)
09：00∼18：00

월급
175만∼200만 원

3월 7일

＊프라임병원 간호조무사 하단동 2명 무관/무관

월∼금
09：00∼17：00

토
09：00∼13：40

월급 180만∼
185만 원 이하

3월 14일

＊㈜다해푸드 수산물가공원 암남동 5명
무관/경력

(최소 1년 이상)
08：30∼18：00

월급
180만 원 이상

채용시

＊㈜청동물산 경리사무원 암남동 1명 무관/무관 08：00∼17：00
연봉

2,094만1,800원
채용시

＊㈜장수씨푸드수산물가공원 암남동 2명 무관/무관 08：00∼17：00
시급
8,350원

채용시

＊실버웰
요양센터

시설요양
보호사

서대신동 2명 무관/무관

주간
07：00∼16：00

오후
14：00∼22：00

야간
22：00∼07：00

월급
2,500만 원 이상

채용시

＊㈜비티에스
영도벨류호텔
룸메이드

봉래동 10명 무관/무관 08：30∼17：30
월급

180만 원 이상
채용시

㈜장수씨푸드
수산물단순
가공/포장

암남동 2명 무관/무관 08：00∼17：00
시급

8,350원 이상
1월 29일

신선육가공 정육판매원 충무동 1명 무관/무관 10：30∼20：30
월급

230만 원 이상
1월 31일

노인세상
재가복지센터

재가요양
보호사

초장동 1명 무관/1년 이상 13：00∼16：00
시급

10,500원 이상
1월 31일

㈜태명약품 경리사무원 동대신동 1명고졸 이상/무관09：00∼18：00
월급

175만 원 이상
2월 9일

㈜동남
수상운송
사무원

암남동 1명 대졸/무관 08：30∼17：30
월급

194만 원 이상
2월 10일

오케이씨푸드
총무 및
일반사무원

암남동 2명 무관/무관 08：30∼17：30
월급

175만 원 이상
2월 28일

선하요양병원 병동 간호사 부민동 3명 무관/무관 3교대
월급

220만 원 이상
채용시

㈜영인종합관리
빌딩

전기관리원
서대신동 1명

고졸 이상/
4년 이상

09：00∼18：00
월급

330만 원 이상
채용시

㈜청동물산 경리사무원 암남동 1명
고졸 이상/
1년 이상

08：00∼17：00
연봉

2,090만 원 이상
채용시

삼진식품(주)
식품분야
단순종사원

암남동 23명 고졸/무관 08：00∼17：00
시급

8,350원 이상
채용시

삼진식품(주)
수산물가공
기계조작원

암남동 4명 무관/무관 08：00∼17：00
월급

200만 원 이상
채용시

지앤에스 청소원 토성동 1명
무관/

3개월 이상
06：30∼15：30

월급
140만 원 이상

채용시

원광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
관리자

동대신동 1명
초대졸 이상/
1년 이상

11：00∼20：00
월급

175만 원 이상
채용시

금양제빙2공장
냉장제빙
기계조작원

충무동 1명 무관/5년 이상 08：00∼17：00
월급

260만 원 이상
채용시

안나노인
건강센터

시설요양
보호사

서대신동 1명 무관/무관 3교대
월급

175만 원 이상
채용시

※배제대상：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 초과이거나

재산 2억 원 초과자, 중도 포기자, 3단계 연속 참

여자 등
※반드시 조사원의 조사원증을 확인하시고 조사에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