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 제

21회 구덕골문화예술제가 오는 10월

9일 구덕야영장 잔디광장 일원에서

서구 주최, 서구문화원 주관으로 개

최된다. 올해에는 동(챾) 대항 주민

참여 행사가 참가자들의 수준이 매

년 업그레이드되면서 인기를 더해가

고 있는데다, 대한민국에 트롯 열풍

을 몰고 온 TV 프로그램 뜬미스트

롯뜯 출신 가수들의 초청공연도 예정

돼 있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축제는 오전 10시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뜬자랑스러운

구민상뜯 시상이 진행되는데 수상자

는 애향 부문 양창환 서대신3동 주

민자치위원장, 봉사부문 김경복 서구

새마을부녀회 회장, 희생부문 김귀엽

(사)부산시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

등 3명이다. <관련기사 4면>

축제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

도 주민참여 행사인 주민자치회똴평

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와 구민화합

한마당이다. 이 가운데 주민자치회똴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는 13개

동에서 주민들이 장구 노래교실, 어

린이 방송댄스 등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는 것으

로 각 동의 명예를 걸고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인다. 응원전도 볼거리인데

기발하고 재치있는 아이디어에 주민

들의 흥과 뜬끼뜯가 더해져서 올해에

도 포복절도의 웃음을 선사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 하나 관심거리는 초청가수들이

펼치는 뜬구덕골 미스트롯뜯과 특별공

연이다. 뜬구덕골 미스트롯뜯에는 뜬미

스트롯뜯 출신 가수인 김소유와 백수

정이 출연해 50분간 특설무대를 뜨

겁게 달굴 예정이다. 김소유는 뜬미스

트롯 TOP 10뜯에 오른 뒤 TV를 종

횡무진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백수정 역시 뜬바로 내 남

자뜯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뜬2019 현인가요제뜯 대상 수상자

강재수의 특별공연도 눈길을 끄는데

수상곡인 뜬기다리는 여인뜯을 비롯해

귀에 익은 대중가요들을 호소력 짙

은 목소리로 들려준다.

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의 연희는 매

년 큰 인기인데 이번에는 부산농악(부

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을 통해

우리전통문화의진수를보여준다.

부대행사로는 각종 체험부스, 전시

및 홍보부스 등이 운영된다.

(문의 총무과 240뚤4121)

1997년 1월 23일 창간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제255호발행 부산광역시 서구

살아생전 힘겨운 삶을 살다가 홀로 쓸쓸하게 숨을 거둔 무연고 사망자 20위(位)를 위한 합동위령제가 지난 9월 6일 구덕민속예술관에서
개최됐다. 제주(祭主)는 서구청장으로 지자체장이 직접 주재하는 합동위령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관련기사 2면>뜨이제 편안히 영면 하소서뜩

구덕골문화예술제 10월 9일 개최
챾대항주민참여행사 똴뜬미스트롯뜯 공연등풍성…뜨서구민다모여라!뜩

제21회 구덕골문화예술제 주요 행사

얠본행사

행사 시간 구 분 행사 내용

9：40∼10：00 식전공연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서대신4동 뜬슈팅스타뜯)

10：00∼10：35 개막식
뜬자랑스러운 구민상뜯 시상
축하공연(서구 여성똴소년소녀 합창단)

10：35∼11：00 퓨전국악 공연
전자 첼로똴바이올린, 가야금, 대금 등
(여성 4인조 퓨전국악팀 뜬신비(新B)뜯)

11：00∼12：10 구민 화합 한마당 洞 대항 레크레이션(협동 줄넘기, 공굴리기 등)

12：10∼13：00 무형문화재 공연 부산농악(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공연

13：00∼13：20 특별공연 뜬2019 현인가요제뜯 대상 수상자 초청공연(강재수)

13：20∼16：00
주민자치회똴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

13개 동 주민자치회 발표회
K뚤POP 댄스공연(비너스무용단)

16：00∼16：50 구덕골 미스트롯 공연 TV 뜬미스트롯뜯 출연자 공연(김소유똴백수정)

16：50∼17：00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식 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참가상 7개팀

구 분 행사 내용

체험행사
닥밭골 타로체험, 고분도리행복마을 꽃차똴전통 발효음식 판매,
기찻집예술체험장 팬시우드똴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및 판매 등

전시 및 홍보 행사
서구평생학습관똴서구취업정보센터똴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홍보,
청소년 예술멘토링 사업 미술작품전, 성인문해교육 시똴서똴화 전시회

카페부스 닥밭골 카페, 고분도리 카페, 기찻집 카페

얠부대행사



서구가 지난 9

월 21일 서울 여

의도공원에서 개최

된 뜬2019년 청년친

화 헌정대상뜯 시상

식에서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

소통부문 대상(부

산)을 수상했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 청

년친화선정위원회가 2017년 제정한

이 상은 20대 국회의원, 17개 시똴도

광역자치단체, 서울똴경기똴부산똴대전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도를 평가해 종합, 정책, 소통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는 것

이다.

서구는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과 소통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구는 관내 거주 또

는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

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위해 지난해 9월 뜬서구 청

년 기본 조례뜯를 제정똴시행하고 있

다. 또 최대 관심사인 취업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관에 청년 인턴을 파견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

으며, 매년 일자리박람회와 청년 대

상 취똴창업 특강 등을 통해 구직활

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구청장과 함께하는 뜬청년

공감 토크뜯 개최 등 청년들의 생각

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뜨이번 수상을 계기

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

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정책과 프

로그램에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뜩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뚤6685)

사진은 뜬2019년 청년친화 헌정대상뜯을 수상한 서구 관계자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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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

캔하면 서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해

민원안내, 생활정보, 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구 모바일홈페이지 QR코드

뜨유세차∼ 이승에서의 모든 시름

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흠향하시옵

길 바라오며 …… 고이 잠드시어

길이길이 명복을 누리시고 극락왕

생 하시옵소서∼ 상향뜩

서구가 주관한 무연고 사망자 합

동위령제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6

일 구덕민속예술관에서 각 동 주민

자치위원장, 자생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엄수됐다.

이번 위령제는 서구에 주민등록

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관내

병원에서 숨을 거둔 무연고 사망자

20위( )를 위한 것이다. 이들은 가

족해체와 가난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살다가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뒤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

리된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들이다.

위령제는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많은 구민들의 위로

속에서 편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

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서구청장이 초헌관, 서구의

회 의장이 아헌관, 서구주민자치위

원장협의회 회장이 종헌관을 맡았

는데, 구청장이 제주( )가 돼 무

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위령제는 전통 장례의식에 따라

진행됐는데 구청장이 독축을 하면

서 뜨망(퀆) 박○○∼, 망 배○○

∼ 뜩라며 망자 20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를 때에는 분위기가 숙연해

졌으며 몇몇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위령제가 끝난 뒤에는 부

정풀이, 비나리, 씻김굿 등 추모공

연도 이어졌는데 망자의 원한을 풀

어주고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한 씻김굿이 연희될 때

에는 주민들이 나와서 노잣돈을 건

네고 절을 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

기도 했다.

구청장은 뜨소외계층의 뜬마지막길뜯

까지 끌어안는 게 진정한 주민복지

라고 생각한다. 매년 합동위령제를

개최할 계획이다.뜩라고 밝혔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뚤4312)

사진은 서구가 주관한 무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에서 주민들이 씻김굿 등에 참여해 망자들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고 있는 모습.

서구 무연고 사망자 첫 합동위령제 엄수
구청장주재전국처음… 뜨소외계층 뜬마지막길뜯까지살피는게진정한주민복지뜩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 뜬소통부문뜯 대상

서구, 뜬청년친화 헌정대상뜯 수상

횡단보도 5m 이내도 11월부터금연구역지정

※ 위반 시 내년 4월부터 과태료 2만 원 부과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태극기를 답시다.



의 정 단 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부산광역시 서구 공론

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부산광역시 서

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의원발

의)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

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원발

의)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의원발의) △천마산 하늘전망대 오르다가 카페

민간위탁갱신동의안 △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위탁운영동의안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서구의회(의장 이석희)는 지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있다.

서구의회는 오는 12월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임

시회 첫날인 9월 19일 1차 본회의에

서 이석희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

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

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

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

한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

제 수단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23

일 이정향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석

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

했다. 이어 9월 27일까지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효

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구

민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

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작성된 행

정사무감사계획서는 마지막날인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절차를

밟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각 상임위

원회 별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똴

의결한다. 이 가운데 5건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의원들은 하반

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

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개별 의원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허승만 의원이

지적 재조사 토지문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제2차 본회의

에서는 허승만 의원이 통똴반 구성

현황과 26번 버스 노선조정과 관련

한 내용으로, 이정향 의원이 보육환

경 개선과 26번 버스 노선조정에 관

한 내용으로 각각 집행기관을 상대

로 구정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석희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뜨이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 전

마지막 임시회로 다가오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동안 추진돼 왔던 구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

다.뜩라고 당부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9월 10일

부민노인복지관이 추석명절을 맞아

마련한 한가위 정 나눔 행사에 참석

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뜨이같은 좋

은 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마련돼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여가생활을 보내시는데 조금 더 보

탬이 될 수 있도록 서구의회도 최선

을 다하겠다.뜩라고 밝혔다.

노인복지관한가위행사참석

열린 의정 3제255호

강석진 의원(사진)이

지난 8월 22일 동구의회

에서 개최된 제15회 지방

의정봉사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

는 영광을 안았다.

이 상은 부산시 구똴군

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사

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은 물론 풀뿌리 지방자치

의 전문성 강화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수행으

로 지방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뜨11만 구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

고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상을 받았

다.뜩라고 말하면서 뜨초선의원으로서 초심을 잊지 않

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뜩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정향 의원(사진)이 최

근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

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부터 이를 규탄하는 1

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의 1인 시위는

서구청 앞 횡단보도와 자

갈치공영주차장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나가

는 시민들은 뜬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

다뜯라고 적힌 피켓을 유심히 보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뜨일본 정부의 적반하장격 경제보복으로

인해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일본이 경

제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과거사를 반성할 때까지 1

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뜩라고 밝혔다.

강석진의원, 지방의정봉사상수상 이정향의원, 규탄 1인시위

사진은 지난 9월 19일 개회한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허승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행정감사 특위 구성똴조례안 심사
제245회 서구의회 임시회

어린이집가족운동회참석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구덕야영장에서 민간똴가

정 어린이집 19개소의 아동과 교직

원, 학부모 등 1천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어린이집 가족 한마음

운동회 행사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날 뜨아이들이 안심하

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부모님들

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뜬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뜯를 만

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

다.뜩라고 약속했다.

제245회 임시회 심의 안건(10건)



서구는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 애향부문 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60), 봉사부문 김경복

서구새마을부녀회 회장(66), 희생부문

김귀엽 (사)부산시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73)을 각각 선정했다.

양 위원장

은 지난 2009

년부터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

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16년부터는 위원장

으로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해 한새마을 골

목길 가드닝 사업을 비롯한 마을의제를 발굴똴추진

하는 등 마을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 매년 한새마을 어울림축제, 동민 단합대

회 등을 마련해 주민 화합과 공동체의식 고취에

노력했으며,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

해 주민들의 자기 계발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해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의

계기를 만들었다.

서대신3동 주민자치회는 2017년과 2018년 전국주

민자치박람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2018년 부산

시 주민자치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했는데 양 위원

장이견인차역할을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김 회장은 1989년 9월

충무동새마을부녀회를 시

작으로 30년 가까이 새마을부녀회 활동에 헌신하

고 있다. 2009년 회장을 맡은 이래 내 집 앞 내가

쓸기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재활용 수집 운동을 전개해 자원 재활용

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물론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

웃을 돕는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김 회장

은 특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을 조

성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 매월 홀몸어

르신 등 30세대에 사랑의 밑반찬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설똴추석명절 경로당 6개소 위문, 사랑의 떡

국똴송편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어르신 효

나들이 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서구새마을부녀회 회장에 선출되

면서 봉사활동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1983년 구

덕망깨소리를 통해 부산

시 무형문화재 예능분야에 입문해 지난 36년 동안

무형문화재 발전에 헌신해왔다. 특히 부산농악(부

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6호), 구덕망깨소리(제11

호), 부산고분도리걸립(제18호)의 산증인이자 구덕

망깨소리 예능보유자로 구덕망깨소리가 한국민속

예술축제에서 동상과 은상을 수상해 지역 전통문

화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2007년 2

월부터 이들 3개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사)부산구

덕민속예술보존협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

난해 11월에는 (사)부산시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

장에 취임해 무형문화재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이사장은 평소 경로당 어르신 효도관광, 저

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및 교복 지원, 어려운 이웃

쌀 지원 등 나눔활동에도 솔선수범해 지역주민들

의 신망이 두텁다. (문의 총무과 240뚤4115)

양창환 위원장 김경복 회장 김귀엽 이사장

희생부문김귀엽이사장

애향부문양창환위원장

서구는 뜬이달의 친절직원뜯에 이정언(경제녹지

과)똴박재우(건설과)똴박재우(서대신1동) 주무관을

선정했다.

이정언 주무관은 까다로운 농지 원부 신규 발급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박재우

주무관(건설과)은 비만 내리면 물이 차는 주차장 관

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친절직원에 뽑혔다. 또

박재우 주무관(서대신1동)은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벌

여 주민들을 감동시켰다.

(문의 민원봉사과 240뚤4262)

뜬이달의친절직원뜯선정

이정언 주무관 박재우 주무관 박재우 주무관

서구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아사)사건과 관련, 유사 위험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똴지원하기 위해 고위험 예측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간 실시

하고 있다.

고위험 예측 위기가구란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뜬0뜯원 이

고 자동차를 미보유 중이면서 일반재산이 없거나

임차보증금만 있는 가구를 말한다.

서구는 조사대상에 공동주택 60㎡ 이하 관리비

체납세대와 북한이탈주민 10세대도 포함시켜 총

980여 세대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지원이 필요

할 경우 개별 상황에 따라 공적급여, 긴급지원,

민간지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

침이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뚤4332)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
애향부문양창환똴봉사부문김경복똴희생부문김귀엽

고위험위기가구긴급실태조사

확인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발전하는 구정4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송도해수욕장 일원을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시설이 될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증축 개관식이 지난 9월 18일 개최
됐다. 송도해양레포츠센터는 국똴시똴구비 등 5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980.29㎡, 지상 3층 규모로 기존 건물과 연결해 증축됐는데 부

산 최고 수준의 잠수교육장(수심 5m, 7m)을 갖추고 있어 1년 내내 스킨스쿠버와 프리다이빙, 생존수영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송도해양레포츠센터 증축 개관

봉사부문김경복회장



뜬피서객 중심의 명품 클린 송도해

수욕장뜯을 내세웠던 서구의 올해 해

수욕장 운영 전략이 방문객들로부터

뜬긍정뜯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지난 6월 1일 송도해수욕

장 개장에 앞서 대한민국 제1호 공

설해수욕장의 역사와 명성에 걸맞은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뜬안전뜯과 뜬편

의뜯를 키워드로 하는 뜬피서객 중심

의 명품 클린 해수욕장뜯 조성 대책

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 내

음식물 조리 및 주류 판매 금지, 평

상(캐노피똴몽골천막 등) 대여 폐지,

피서용품 가격정찰제, 샤워장 형태

개선 등이다.

그런데 해수욕장폐장을앞두고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방문객 88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

은 대책들에 대해 뜬만족뜯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불만족뜯은 10%

이하인 것으로나타났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뜬음식 조리 및 주류 판

매 금지뜯의 경우 뜬매우 만족뜯과 뜬만

족뜯 65%, 뜬보통뜯 27%로 나타났으

며, 뜬불만족뜯 또는 뜬매우 불만족뜯은

합쳐서 7%에 불과했다.

백사장을 피서객들에게 되돌려주

기 위한 뜬평상 대여 폐지뜯와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인 뜬피서용품 가격정

찰제뜯도 뜬매우 만족뜯과 뜬만족뜯이 각

각 63%, 보통 26%, 뜬불만족뜯 또는

뜬매우 불만족뜯은 각각 10%와 11%

수준을 보였다.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구름산책로

를 비롯한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다양한 볼거리똴즐길 거리, 유아

전용풀장 운영 등 아이들이 놀기 편

하고 안전한 환경을 꼽았다. 반면 가

장 불편했던 부분은 주차장 부족이

라고 응답해 주차장 확충이 시급하

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서구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방문

객들의 불편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해 적극 개선하는 한편

송도해수욕장을 가족 단위 피서지로

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문의 총무과 240뚤4126)

뜬명품 클린 송도해수욕장뜯 전략 통했다
방문객 설문조사…뜬불만족뜯 10% 미만 대비 뜬만족뜯 60% 웃돌아

변화하는 구정 5제255호

서구신문 무료구독신청

문화관광과☎240뚤4074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서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뜯18년도
(A)

뜯17년도
(B)

증감
(C＝A뚤B)

뜯18년도
(A)

뜯17년도
(B)

증감
(C＝A뚤B)

⑧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
기관

공 유 재 산 현 재 액 4,879 4,673 206 5,235 5,031 204
물 품 현 재 액 38 38 0 54 51 3
출 자출연금 집행현황 0 3 △3 2 2 0
출 자 출 연 기 관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공 기 업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
/평가

성 과 보 고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무 제 표

자 산 총 계 7,048 7,338 △290 7,920 7,424 496
부 채 총 계 117 113 4 144 144 0
수 익 총 계 2,560 2,588 △28 3,189 2,967 222
비 용 총 계 2,380 2,260 120 2,881 2,715 166

기 금 성 과 분 석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분 석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 의 계 약 현 황 125 14 111 114 19 95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신고센터접수똴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 속 집 행 실 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 사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

투 자 심 사 대 상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채 발 행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 간 투 자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서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뜯18년도
(A)

뜯17년도
(B)

증감
(C＝A뚤B)

뜯18년도
(A)

뜯17년도
(B)

증감
(C＝A뚤B)

①공통공시 －

②결산규모

세 입 결 산 ( 기 금 포 함 ) 3,421 3,374 47 4,034 3,794 240
세 출 결 산 ( 기 금 포 함 ) 2,551 2,576 △25 3,249 3,091 158
기 금 운 영 현 황 20 25 △5 135 124 11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자 주 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 합 재 정 수 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부채/
채무/
채권

통 합 부 채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자 체 부 채 현 황 117 113 4 144 144 0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 발 부 채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자 체 채 무 현 황 0 0 0 8 11 △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 시 차 입 금 현 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0.27 0.26 0.0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 증 채 무 현 황 0 0 0 0 0 0
채 권 현 황 35 35 0 30 34 △4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 본 경 비 집 행 현 황 24 24 0 29 27 2
자치단체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59 430 29 529 502 27
업 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4 4 0
국 외 여 비 집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5 △1 5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2 11 1 13 12 1
연 말 지 출 비 율 80 78 2 72 83 △11
금고 협력사업비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세 징 수 실 적 199 178 21 357 340 17
지 방 세 지 출 현 황 113 104 9 146 134 12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 64 58 6 82 87 △5

⑦ 복지/
민간지원

사 회 복 지 비 1,336 1,212 124 1,674 1,506 168
지 방보조금 교부현황 379 343 36 430 414 1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 요 재 산 의 변 동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축 제 경 비 4 1 3 12 8 4

① 천마산 산복마을 흔적길 조성 ②송도해양레포츠센터 조성
③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④서구 가족센터 건립
⑤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⑥공중화장실 신축
⑦서민층가구 재래식화장실 시설 개선 ⑧쿨 루프(Cool Roof) 사업
⑨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⑩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⑪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 ⑫닥밭골마을 도시숲 조성공사
⑬구덕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⑭고등어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⑮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떣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떥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 떦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떧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뙲암남동 덕수빌라∼송남빌라 간 도로 개설공사
뙳충무쇼핑∼천마로 간 도로 개설공사 뙴감천항 동측 우회 연결도로 개설공사
뙵송도 해안산책로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뙶송도 용궁구름다리 복원사업
뙷주민불편해소 교통 시설물 정비사업 뙾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뙿원양로 노상공영주차장 조성 뚀폐공가 정비 사업
뚁이태석 신부 기념관 건립 띅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사업
띆치매안심센터 운영

뒿특수공시(총31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및 문의전화：www.bsseogu.go.kr, ☎051뚤240뚤4024

뒾공통공시 (단위：억 원, %)

2019년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 주요 내용
2019년(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활기찬 구정6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뜨10월 5일 송도해수욕장으로 오세요뜩
서구복지박람회똴그린스타트생명문화제동시개최…체험똴전시똴공연풍성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그린스타트

생명문화제는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송도해수욕장 중앙분수광

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서구와 서부교육지원청

이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후원

을 받아 함께 개최하는데 기후변화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

험활동으로 구성해 매년 유치원생,

초똴중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초똴중학교 및 환경단체

가 약 20개 부스에서 다양한 환경

관련 전시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한

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똴중학생

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채

식 비건버거 만들기, 해양생물 칠보

목걸이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미

니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등을 체험

할 수 있다. 환경단체 부스에서는

곤충눈 체험, 물고기목걸이 만들기,

친환경 EM가루세제 만들기, 전통

한지등 만들기, 원목 나무액자 만들

기를 통해 사라져가는 동물을 그려

보는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전 10시30분 시작되며,

식전행사로 아리랑 멋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부대행사로 폐건전지 및 몽

당연필 교환 행사 등이 있을 예정이

다. (문의 환경위생과 240뚤4382)

뜬2019 서구복지박람회뜯는 뜬행복

주고, 꿈을 주는 희망복지, 서구는

사랑입니다!뜯를 슬로건으로 오는 10

월 5일 오전 10시30분 송도해수욕장

중앙분수광장에서 개최된다.

서구가 주최하고 서구지역사회보

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

역사회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

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36

개 사회복지 기관똴단체 및 3개 마을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1부 개회식에서는 복지 유공자 14

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참여 기

관똴단체의 유쾌한 복지홍보 퍼레이

드인 개막 퍼포먼스가 선보인다.

2부 본 행사에서는 34개 체험 및

홍보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참여 기관똴단체들이 장

애체험, ○×퀴즈, 캠페인, 각종 만

들기 체험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돕는다. 보건복지상담, 건강상담, 취

업상담, 국민연금상담도 마련된다.

각종 공연도 볼거리다. 서구장애

인복지관 밴드 공연, 서구청소년문

화의집 동아리 댄스공연, 부민노인

복지관 하모니카동우회 공연, 뜬아미

맘스 차력단뜯의 차력쇼, 동아대학교

학생 동아리 공연 등이 재능기부 형

태로 펼쳐진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뚤4312)

2019 서구복지박람회 제10회그린스타트생명문화제

사진은 지난해 그린스타트 생명문화제 모습.사진은 지난해 서구복지박람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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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하신다면?

1989년 조실(정련)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계하면서 내원정사와 인연을 맺었고, 지난 30

년 간 총무 등의 소임을 맡아 조실 스님을 도왔

다. 장소가 낯설지도, 일이 낯설지도 않다. 하지

만 막중 소임임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내원정사는 조실(정련) 스님의 원력으로 만들

어진 뜬상구보리(홃쟗펢 ) 하화중생(

홺)뜯의 도량이다. 뿐만 아니라 내원정사유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내원, 재단법인 내원청소년

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 복지의 도량이다. 불

자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육, 복지, 문

화로 다가가겠다는 조실 스님의 뜻이 담겨 있다.

제2대 주지로서 창건주이신 조실 스님의 뜻을 잘

이어나가는 게 제 가장 큰 소임이다.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2천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다만 세상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

다. 스님들이 배우는 띕치문띠이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 뜬모든 사람들은 그 근기와 욕망과 품성이

서로 다르다뜯라고 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대중의 니즈(needs)를 잘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요

즈음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와 콘텐츠로 전할 수

있도록 스님들, 불자들과 머리를 맞대려 한다.

－전국 최대 템플스테이 생활관을 개관했는데?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은 250명을 동시

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발우공

양에서부터 예불, 참선, 다도 등 사찰문화 체험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수행과 힐

링, 문화의 도량으로육성시켜나가겠다.

－대중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의 사회다. 우리는 경쟁

의 결과를 단순히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만 해서

는 안 된다. 계속해서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경쟁자가 있다면 그 상처를 껴안을 수 있는 자

비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면 우리는 경쟁자를 통해 서로 견제하고 단

점을 보완하며 동기부여를 얻는 등의 시너지 효

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원정사는 서구 유일의 전통사찰이다. 우리

불자들 뿐만 아니라 서구민들이 자랑스럽게 여

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내원정사가 되도

록,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뜨서구민이 자부심 느낄 내원정사 만들 것뜩

지일 스님

제2대 내원정사 주지

제2대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템플스테이생활관

수행, 힐링, 문화도량으로육성

무한경쟁의시대

패자껴안는사회적자비심필요

가성비 최고! 서구 뜬착한 가격업소뜯소개합니다

지역 업소명 가격(원) 연락처

동대신1동
용궁횟집 회비빔밥 8,000/회정식 12,000 247뚤0047

정지수 헤어가이드 커트 8,000/파마 25,000 254뚤0247

동대신2동
미소정 멸치국수 멸치국수 3,000/비빔밥 5,000 242뚤8531
아구아구찜 아구찜 20,000/아구탕 5,000 242뚤9863

동대신3동 미가도횟집 회초밥 12,000/생태탕 10,000 244뚤6266

서대신1동

뷔페청 성인 9,900/초등 6,000 242뚤4311

이가네밥상
돼지두루치기 6,000
생선구이 6,000

256뚤2876

꽃내리식당 추어탕 7,000/두루치기 15,000 248뚤0787
류박사 종합세탁양복세탁 6,000/바지수선 3,000 253뚤0972

서대신3동
별미집 추어탕 7,000 254뚤9891

이조숯불갈비 이조정식 6,000/10,000 248뚤5104
사랑방미용실 커트 5,000/파머 20,000 242뚤8977

서대신4동

유리네
항아리수제비

황태해장국 5,000
수제비＋공기밥 5,000

010뚤
5513뚤7657

산바다
메기매운탕 6,500
빙어튀김 10,000

241뚤2976

일품 짜장면 3,000/짬뽕 4,000 247뚤0202

부민동
삼원두루치기 두루치기 6,500/된장찌개 6,500 231뚤5452

박씨네
생삼겹살

대패삼겹살 2,000(100g)
차돌순두부정식 6,000

231뚤9595

부민동

하루
오니기리 1,500

오니기니＋우동 4,500
704뚤4312

시골집 김치(된장)찌개 5,500 257뚤9027

바보면가
손칼국수＋돈까스 5,500
만둣국＋돈까스 5,500

255뚤8336

신디헤어褸 커트 9,000/파마 25,000 256뚤1447
아미동 정원식당 김치(된장)찌개 7,000 244뚤2417

초장동
풍경품은천마 커피 2,000/유자차 2,000

010뚤
6712뚤2324

조명숙헤어 커트(여) 7,000/커트(남) 8,000 242뚤3759

충무동

풍성한칼국수
바지락칼국수 4,000
만두칼국수 4,000

243뚤5508

이대감숯불촌 돼지갈비 9,000 241뚤6683
참숯화로구이
고주몽

돼지갈비(100g) 4,500 246뚤2452

마을식당 순두부찌개 5,000 231뚤7877
장원숯불갈비 돼지갈비 7,000/삼겹살 7,000 244뚤6747
성일칼국수 칼국수 4,000 244뚤1547
함흥냉면 냉면 7,000/비빔냉면 7,000 254뚤5642
진식당 갈치구이 7,000/두루치기 7,000 257뚤9122

새송도복국집
복국(까치복) 9,000
복매운탕 10,000

254뚤7867

지역 업소명 가격(원) 연락처

충무동

소떼숯불
소늑간살

소늑간살 8,000/돼지갈비 7,000 261뚤7688

마산 손팥칼국수팥칼국수 5,000/손칼국수 4,000 243뚤7226
부원 짜장면 3,000/짬뽕 4,000 256뚤0061

시민제과 롤케이크 9,000 254뚤8990

충무이발소
커트(남) 5,000
이발(염색) 12,000

253뚤4571

황태자이용원 커트 6,000/염색 5,000 231뚤5448
777헤어샵 커트(남) 10,000/커트(여) 8,000 244뚤2430
정화미용실 커트 7,000/파마 25,000 255뚤6708
대영탕 대인 6,000/소인 4,000 254뚤9515

동광세탁소 바지 3,000/상의 5,000 256뚤9047

아인당구장 10분 1,000
010뚤

9343뚤4210

남부민1동
부산양곱창 특양구이 35,000 257뚤1368
행복한오리 생오리 18,900/오리불고기 21,900 254뚤5999

남부민2동 금호식당 까치복국 12,000/은복국 8,000 255뚤4379

암남동

촌국수정식
간장게장정식 6,000
들깨칼국수 5,500

241뚤2100

왕밀냉면 수제돈까스 7,000/냉면 7,000 245뚤3087
뚜레박 시락국 5,000/청국장 6,000 246뚤5233

부산고등어 참고등어초밥 15,000 231뚤3312
호텔 아비숑 숙박 40,000 253뚤1684

지역 업소명 가격(원) 연락처

자료제공：경제녹지과(240뚤4474)



앝참여 방법：구덕문화공원 홍보 리플렛에 민속생활관, 교육역사관, 목석원예관,

닥종이공예전시실(다목적관), 편백숲－명상의 길, 부산전통문화체험관 등 6개

소 중 4개소 이상을방문, 스탬프를날인한뒤민속생활관 2층 사무실제시.

앝운영 기간：매일 09：00∼17：30(월요일 휴관)

앝참여 혜택：기념품 증정(소진 시까지) 앝문의：문화관광과(240뚤3521∼4)

구덕문화공원 스탬프투어 참여하세요

서대신동 꽃마을과 인접한 구덕문

화공원이 각종 문화시설을 갖춘 힐

링 및 체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구덕문화공원은 구덕산 자락에 위

치해 편백나무똴소나무똴굴참나무 등

이 울창한 도심 속 공기청정구역이

다. 특히 편백나무 군락지인 뜬편백숲

－명상의 길뜯은 가볍게 산책을 즐기

며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곳으로 2010

년 산림청 등이 주관한 뜬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뜯에서 최고상인 뜬공존

상뜯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덕문화공원에는 또 조선시대부

터 현재까지의 교과서 등을 전시해

놓은 교육역사관, 100여 점의 석부

작똴목부작똴괴석과 50여 종 2천 여

본의 초화류로 꾸며진 목석원예관,

다양한 민속품으로 가득한 민속생활

관 등 역사와 전통을 테마로 한 전

시시설이 조성돼 어린이들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전통문화체험관에 이

어 닥종이공예전시실(다목적관) 등

새로운 체험똴전시공간도 문을 열었

다. 부산전통문화체험관은 다도, 전

통음식, 전통놀이, 한국무용, 판소리,

가야금 등 우리 전통문화와 숲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재료비 본인부

담)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사전예

약(전화 240뚤4161∼4, 인터넷 www.

bsjeontong.org)을 통해 누구나 이

용할 수 있다.

닥종이공예전시실에는 박봉덕 닥종

이인형갤러리 관장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돼 있는데 세시풍속을 비롯해

1960∼70년대 생활상이 한 편의 전래

동화처럼 향수와 추억 속으로 이끈

다. 전시실 1층에서는 체험교실이 운

영되고 있는데 사전예약(240뚤3525,

3521∼4) 하면 누구나 무료(재료비 1

만 원 이하)로 닥종이인형, 손거울,

복주머니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문화똴교육8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구덕문화공원, 넌 어디까지 가봤니?
힐링똴체험 명소로 급부상…스탬프투어 참여 시 기념품 증정

뜨서구에 뜬피란수도 부산뜯의 역사가 있는 줄 몰

랐네요.뜩

서구가 지난 9월 21일 마련한 외국인 유학생 초

청 팸 투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다.

이 행사는 서구만의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을 좋

아하고 SNS 활동이 활발한 부산 소재 대학의 외

국인 유학생 18명이 참가했다.

투어는 임시수도기념관, 내원정사, 비석문화마

을, 최민식갤러리, 산복도로인 천마산로 일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전통사찰인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체

험과 임시수도기념관 및 비석문화마을이 가장 큰

인기였다

참가자들은 내원정사에서 한국 선불교의 정수인

명상을 체험했으며, 스님들의 식사의식인 발우공

양으로 점심을 함께 했는데 낯선 불교문화가 신기

한 듯 연신 휴대폰에 담았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의 흔적을 보여주는 임시수도기념관

과 비석문화마을에서는 처음 접하는 부산의 숨은

역사에 눈을 뗄 줄을 몰랐으며, 천마산로에서 본

산복도로 전망에 뜨예쁘다.뜩는 감탄사가 터졌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샤키리모바 굴나즈 씨(부

산대)는 뜨부산에 3년 간 살았지만 서구에 부산의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 이번 투어 덕

분에 부산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산복도

로 경치도 너무 예뻐 SNS로 알리고 싶다.뜩라고

투어 소감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뜨서구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관

광 콘텐츠가 풍부한데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늘

아쉬웠다.뜩라고 팸 투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뜨SNS 등을 통해 서구의 풍부한 관광콘텐츠가 바

이럴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이같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뜩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뚤4082)

뜨부산의 진짜 역사, 서구에서 배웠어요뜩

사진은 임시수도기념관을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들 모습.

외국인 유학생 팸 투어

경성전자고 학생 2명 최우수상

부산교육청 주관 빅데이터 분석대회

경성전자고(교장 이한성) 인공지능동아리 소속

김민수똴김민석 군(2학년)이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주관한 뜬2019 인공지능기반 교육 청소년캠프뜯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캠프에는 부산지역

고교생 40명이 참가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산 당면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빅데이터

분석대회에서 김민수 군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지키기, 김민석 군은 부산 아파트 가격 영향 요인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경성전자고는 지난 2017년부터 인공지능동

아리를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기반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의 경성전자고 253뚤2450)

사진은 인공지능기반 교육캠프에서 수상한 경성전자고 학생들.



2019 아시아걷기총회(Asia Trails Conference)

의 일환으로 서구에서는 송도 해안볼레길 걷기대

회가 오는 10월 13일 개최된다.

뜬트레킹 아시안게임뜯이라고 불리는 아시아걷기

총회는 한국똴중국똴일본똴러시아똴대만 등 5개국 20

개 회원 단체로 구성된 민간 걷기단체 회의로 홀

수년도에 열리고 있다. 이번 총회는 부산시의 적

극적인 유치활동이 성공을 거둬 성사됐는데 뜬길,

아시아와의 동행 그리고 평화뜯를 슬로건으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갈맷길이 있는 구똴군에

서 진행된다.

이번 총회 특별프로그램인 송도 해안볼레길 걷

기대회는 송도해수욕장∼송도해안산책로∼암남공

원∼제2전망대(반환점)∼송도해상케이블카 상부정

류장(도착점)의 약 5㎞ 구간(소요시간 약 2시간)에

서 서구산악연합회(회장 김정호) 주최로 마련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전 9시30분 송도해수욕장 중앙

분수광장으로 집결하면 된다.

행사가 끝난 뒤 케이블카를 이용해 상부정류장

암남공원)에서 하부정류장(송림공원)으로 이동(편

도)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혜택이 주

어진다. (문의 총무과 240뚤4121)

살기 좋은 우리 동네 9제255호

서대신교차로에서 동대신사거

리에 이르는 대영로 1.4㎞ 구간

이 도로 여건 및 교통신호 체계

개선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서구가

국똴시비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뜬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뜯이 9월 말까지 모두 완료

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국무총리실 안전환

경정책관이 동일 지점에서 연간

5건 이상(특별시 및 광역시 기

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뜬교통사고 잦

은 곳뜯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다. 서대신교

차로∼동대신사거리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6만4천여 대에 달하는데다 2015년 114건(사망 1

건), 2016년 96건, 2017년 74건(사망 1건) 등 3년

간 무려 284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대영로 일원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동대신사거리 일원 도로 아스팔트

를 새로 포장했으며,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티터널 앞 도로에는 그루빙 시공을 마쳤다.

그루빙은 도로 표면을 갈퀴모양으로 깎아내는

일종의 미끄럼방지 공법으로 감속운전, 졸음운

전 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는 또 서대신교차로∼구덕사거리 450m

구간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도로 무단횡단

사고를 원천 차단했으며, 대티터널 앞과 동대신

사거리의 횡단보도에는 투광등을 설치해 야간시

간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 8개소 신

설 또는 이설, 좌회전 차로 신설 및 차선 조정

등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는데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차량 흐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뚤4556)

대영로 일원 뜬교통사고 다발뜯 오명 벗는다
서대신교차로∼동대신사거리, 그루빙 시공똴신호등이설등 뜬개선뜯

사진은 신호등 이설, 미끄럼 포장, 차량유도 컬러레인 시공 등으로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된 서대신교차로 일원.

송도 해안볼레길 걷기대회 10월 13일 개최
민관협력사례관리모니터링실시

동대신권역공동사례회의정례화등호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앝문의：민원봉사과(240뚤4268)

수요기관
제출

민원인이직접읍똴면똴동주민센터방문
(신분증,무인대조) ※대리발급불가

확인서발급
(읍똴면똴동주민센터)

※사용용도와
수임인기재

신분확인후

정해진서식에서명

※성명은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서명

앝장점
－인감도장 불필요 ☞도장 대신 서명
－동 주민센터에 인감 등록똴변경 불필요
－본인만 발급 가능 ☞위조 불가능
－온라인발급가능(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용시)

앝발급 절차

앝문의：서구보건소(240뚤4992)

10월 각동별보건소방역일정안내

※우천 시 별도 예고 없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일자
동 이름

일자
동 이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10. 1.(화) 충무동 초장동 10. 18.(금) 서대신3동 서대신4동

10. 2.(수) 아미동
부민동
서대신1동

10. 21.(월) 암남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10. 4.(금) 서대신3동 서대신4동 10. 22.(화) 충무동 초장동

10. 7.(월) 암남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10. 23.(수) 아미동
부민동
서대신1동

10. 8.(화) 충무동 초장동 10. 24.(목) 동대신3동
동대신1동
동대신2동

10. 10.(목) 동대신3동
동대신1동
동대신2동

10. 25.(금) 서대신3동 서대신4동

10. 11.(금) 서대신3동 서대신4동 10. 28.(월) 암남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10. 14.(월) 암남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10. 29.(화) 충무동 초장동

10. 15.(화) 충무동 초장동 10. 30.(수) 아미동
부민동
서대신1동

10. 16.(수) 아미동
부민동
서대신1동

10. 31.(목) 동대신3동
동대신1동
동대신2동

10. 17.(목) 동대신3동
동대신1동
동대신2동

10월 구민 정보화교육 안내

앝교육장소：서구청전산교육장(본관 1층)

앝신청방법：전화(240뚤4301)

온라인(홈페이지 bsseogu.go.kr ☞통합예약)

앝대상자선정：서구민누구나. 신규 신청자우선

앝문의：기획감사실(240뚤4301)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공휴일 제외)

모집 대상 신청 기간

파워포인트 기초
가족신문 만들기

10. 14.∼10. 25.
10：00∼12：00

만 59세 미만
일반구민

9. 16.
∼
10. 4.

포토스케이프 기초
디지털사진 편집

10. 14.∼10. 25.
13：00∼15：00

만 60세 이상
어르신

엑셀 기초
가계부 만들기

10. 14.∼10. 25.
15：30∼17：30

만 59세 미만
일반구민

뜬아시아걷기총회뜯 특별프로그램

서구는 지난 8월 20일부터 2주간 권역별로 추

진 중인 뜬2019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관협력 사례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가운

데 부산시 통합사례관리 TF팀과 함께 실시한 동

대신권역(동대신1똴2똴3동,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모

니터링에서는 공동사례회의 정례화 등에서 민관협

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뚤4338)

사진은 부산시 TF팀 등 동대신권역 모니터링 참가자들 모습.



사진으로 본 서구 소식10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 2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서구 관내 560세대에 전달해 달라며 총 2천800만
원(세대당 5만 원)의 성금을 서구청에 기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성금지원

BNK부산은행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 10일 서구 관내 차
상위계층 및 취약계층 500세대에 지원할 총 2천5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서구청에 전달했다.

BNK부산은행, 추석후원물품전달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부산서구교회(목사 배병주)
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 6일 생필품세트 20박스를 서구청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하나님의교회, 어려운이웃에생필품

서구결식아동지원대책협의회(회장 이성만)와 부산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은 추석명절을 맞아 결식 우려 아동의 가정
에 지난 9월 4일 백미 120포(10㎏), 라면 120상자를 지원했다.

저소득결식아동에백미똴라면지원

서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명희)는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5
일 동대신2동똴서대신1동똴남부민1동똴암남동 캠프 연합으로 저
소득 어르신들에게 행복주머니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추석사랑나눔행사

동대신1동 동일교회(이창환 담임목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10㎏ 60포를 동대신1동 주민
센터에 기탁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동대신1동동일교회, 사랑의쌀나누기

동대신2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이응춘)는 지난 8월 28일과 9월
11일 두 차례 대신여중 1학년생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로체험
활동인 뜬오늘은 내가 슈가크래프터뜯를 진행했다.

동대신2동주민자치회, 중학생진로체험

동대신3동 작은행복나눔회(회장 박대호)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 2일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50세대에 백미 10
㎏ 50포와 김 50세트를 전달했다.

동대신3동작은행복나눔회, 백미등전달

서대신1동 이웃사랑실천회(회장 장종구)는 홀몸어르신 등 취
약계층 주민들이 풍성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9월 3
일 백미 10㎏ 40포를 후원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서대신1동이웃사랑실천회, 백미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서대신3동위원회(위원장 박순용)는 지난 9월
17일 한새마을의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을 불결
지 정비, 가로화단 잡초제거 등 도시환경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서대신3동 바르게살기, 화단 가꾸기

바르게살기운동 서대신4동위원회(위원장 신용순)는 지난 9월
4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참기름 100병을 전달하는 뜬추석
맞이 사랑의 참기름 나눔뜯 행사를 통해 온정을 나누었다.

서대신4동바르게살기, 참기름나눔행사

선하요양병원(이사장 고숙례)은 지난 9월 3일 추석명절을 맞
아 부민동에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선하요양병원, 부민동에성금기탁

아미동 주민주도 마을계획단(위원장 윤지선)은 지난 8월 30일
주민주도 마을계획 하반기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주민의제 반영을 위한 마을회의를 개최했다.

아미동마을계획단, 마을회의개최

초장동 늘푸른행복돋움이회(회장 남태현)와 부산연탄은행(대
표 강정칠)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 3일 백미 10㎏ 100포를
취약계층 100세대에게 전달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초장동, 취약계층 100세대백미전달

충무동 주민자치위원회, 작은참여큰보람회, 새마을지도자협
의회 및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은 지난 9월 9일 저소득층
70세대에 햅쌀(경남상회 후원) 등 제수용품세트를 지원했다.

충무동단체들, 저소득층제수용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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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숙 남부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사진)은 무려 25년 간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

을 하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 뛰고 있다. 지난해까

지 24년간 통장(12통)을 지냈으며 3년 전부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또 지난 6월부터는

위원들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아 12통을 넘어 동

발전과 동민들의 복지증진에 열정을 쏟고 있다.

12통 관내 아파트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민들

의 체력증진을 돕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카페와

바리스타자격증반 운영으

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

고 있다. 위원장을 맡은

뒤로는 복지사각지대 발

굴똴지원에 진력하고 있

다. 격월로 운영되는 뜬남

부민1동 권역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뜯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어려운 이웃이

나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확인한 뒤 행

정복지센터에 알려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홀몸어르신들을 살뜰히 챙기기로도 유명한데 무

더위에 어르신이 길가에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 신

속하게 119에 신고해 위기상황을 막기도 했다.

(문의 남부민1동 240뚤6612) <이혜연 명예기자>

뗉쀟뢯뙔궗둗덯1꾅 뫪뢣땩샮됾맦쁊릲뱾릏뤈맦

소개합니다
희나리：서구희망나래단리더의줄임말

25년 간 행정뚤주민 연결하며 뜬주민복지뜯 열정

남부민1동 행복나눔사랑회(회장 이영선)는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4일 온누리상품
권(200만 원 상당)을 남부민1동 센터에 전달했다.

남부민1동행복나눔사랑회, 추석성품후원

남부민2동 청년회(회장 이동휘)는 이태석 신부 생가 인근의
방범 취약지역에 있는 폐똴공가 1개소를 방범초소로 정비해 지난
8월 19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부민2동청년회, 방범초소개소식

암남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양창훈)와 새마을부녀회(회
장 이상희)는 지난 8월 23일 일일 호프데이 수익금 200만 원을
작은나눔큰기쁨회에 이웃돕기 기금으로 쾌척했다.

암남동새마을단체, 성금 200만 원쾌척

제165회 서구미래아카데미

앍일시箸10뤉 10릻(늖)

16箸00紆17箸30

앍장소箸똂4⃞뱽 뛨타⃝

꺷늖먆샓(4볠)

앍강사箸이숙영(방송인)

姨약력：이화여대 영어

영문학과 졸업. 한양대학

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취득. SBS 뜬이숙영

의 파워FM,뜯 MBN 뜬속풀이쇼 동치미뜯 등

출연

▷저서：띕불변의 남녀 대화법띠, 띕이숙영

의 맛있는 대화법띠 등

이숙영

불변의 남녀 대화법

앍서구 (뫇)間⃝똏뉅볗뚤벒놇룷땬렎뉇릸맩꺺 뢿꺆뉅땵쀀[19] 500
뉏 뤈, (땩)둗땬똂4⃞땩냋릲낲맅六⃞둆땩꺺샾뤈샮(릸땩맦 [十二]쀳
궗) [十二]똓뼱 460덿뛝똴차⃝릻 65덿뛝, 똂4⃞參⃝뛧럙꾅뫪뤈껓뱧쁊릲
샮(샮맦 릸똏뉏) 뎖덬 10輜 120뾁똴낾늋 120덿뛝, 一⃞약⃝똆뤈
(뫇뫪뛝꺲 똃뱽뤈) 뎖덬 10輜 100뾁, 쀟궎꺲릲이⃝샮(늖땩 뎕
됺뫇) 뫇똴둗뛧똓뼱 20덿뛝, 똂4⃞둗귍샾뤈샮(샮맦 릸맩똆) 뎖
덬 20輜 6뾁똴낾늋 6덿뛝똴샟맦뫪 12덀릥똴뗹뿺 1덿뛝

앍동대신1동 꾅껓끟뫱(껓뿵 뢽六⃞빢) 뎖덬 10輜 50뾁, 덬덬
뎒럤전⃝(껓뿵 똰룣[19]) 뢿꺆뉅땵쀀[19] 50뉏 뤈, 땩냋릲꾾꿄꽽샾
뤈샮(릏뤈맦 똰룣[19]) 뎖덬 10輜 40뾁, 4⃞껡뛨쁊(릸땩맦 몜[19]
[十二]) 뢿꺆뉅땵쀀[19] 50뉏 뤈, 릸샏뙕(뫇덯맍뵑릏뤈맦) 뎖덬 10
輜 10뾁, 낿똂럢(뫇뫪 뛬쀲뙔) 뎖덬 10輜 12뾁, 꾅릻이⃝샮(껆
맃늖땩 릸뱤샡) 뎖덬 10輜 60뾁, 꾅쀨샳뫱(껓뿵 뎕센⃝쀡) 뢿
꺆뉅땵쀀[19] 30뉏 뤈, 꾅껓뛨24⃞뢣 뫇빣맩⒄뎉몉뒁땩렚몜쀥 뢿
꺆뉅땵쀀[19] 10뉏 뤈, 꾅껓뛨24⃞뢣 뫇빣맩⒄뎉몉뒁땩렚몜쀥맦
덿쁍꽸 뢿꺆뉅땵쀀[19] 10뉏 뤈, 땱릹뢦뙄(껓뿵 릸벿뢦) [十二]똓뼱
16덿뛝, 뢻궔뢽뉎뫱(껓뿵 릸六⃞쁆) 뢿꺆뉅땵쀀[19] 100뉏 뤈

앍동대신2동 쀤걿쀟꺠궎꺋샮(샮맦 뫇둆쁇) 뎖덬 10輜 40뾁똴
낾늋 40덿뛝똴뎇믕 33똓뼱똴늏먉전⃝뛧 6똓뼱, 맍릚뎒맩꺺(꺺맦
[十二]몤껓) 땿쀚쀀똓뼱 33덿뛝, 땷뉍릣둗귍샮(샮맦 릸궗셃) 늏먉
맦됾六⃞ 4똓껓 40뉏 뤈, 뢽놼꽸뛝붴됥릸뫫 똂껓뛨몂(껓뿵 똏
궏뉏) 꾅됿 이⃝됿 1똓뼱, 먇껡뉏(쀤걿쀟꺠궎꺋샮 둗샮맦) [十二]똓
뼱 10덿뛝

앍동대신3동 맓릢쀰됿궎꺋샮(릏뤈맦 덿껓샏) 뎖덬 10輜 50
뾁똴몜덬[十二]똓뼱 50덿뛝, 껓뛨꾅이⃝샮(껆맃늖땩 럛셁5⃞) 뎖덬 10
輜 40뾁, 뤉궗먇믘먇맍샮 둗땬똂4⃞뫪샮(샮맦 릸뢯뙓) 뎖덬 10
輜 10뾁, 둗덯귛릺됿뫪타⃝(타⃝맦 몉뙓샚) 벶똃땵믒뉉똓뼱 10덿
뛝, 뢽똏눸 20뉏 뤈

앍서대신1동 릸뤃땩냋뛪뱷샮(샮맦 맦몤4⃞) 뎖덬 10輜 40뾁,

똂4⃞뫑럦땷뉍릣一⃞으⃝ 똂껓뛨꾅뫪몂(릸땩맦 귛六⃞뛧) 뎖덬 10輜
30뾁, 늏형⃝꾌뫪5⃞뎏(껓뿵 [十二]몂뢾) 뎖덬 20輜 5뾁, 똂둗땬귦
쁊 껓뛨뛝뉍뼱뫪몂(뫪몂맦 [十二]껓룶) 뎖덬 10輜 5뾁

앍서대신3동 땩냋릲릸뤃땩벖샾뤈샮(샮맦 [十二]뫬쀠) 뎖덬 10輜
55뾁, 릸몜뛃둜수⃝뒁(껓뿵 릸뙓뢥) 뢿꺆뉅땵쀀[19] 30뉏 뤈, 땷
뉍릣둗귍샮(샮맦 샚꾘뢫) 센⃝렎덃똓뼱(늌뵑똴럙五⃞뾁) 16덿뛝

앍서대신4동 4⃞껡가⃝궎꺋릸(릏뤈맦 [十二]믒궗) 뢿꺆뉅땵쀀[19]
132뉏 뤈, 차⃝릻 18덿뛝, 一⃞뙓럢(뫇뫪 뫪타⃝ 뛝꺲) 뎖덬 10輜
50뾁, 덾눹感⃝땮六⃞룼꾅릏뤈샮(릏뤈맦 뛨룶뙕) 믘六⃞눾 100됺

앍부민동 (땩)둗땬뢥빒릢쀰(껓뿵 약⃝몉뵕) 뎖덬 10輜 70뾁똴
똆쀃六⃞ 10껓, 둗덯귛릺됿뫪타⃝(타⃝맦 몉뙓샚) 벶똃땵믒뉉 똓뼱
10덿뛝, 똆쀟룮렃됺뤈(릸땩맦 으⃝뙔놁) 200뉏 뤈

앍아미동 럙덬벒꾻쀠이⃝벞꾅덁샮(샮맦 약⃝빢섁) 200뉏 뤈,
(땩)둗땬뢥빒릢쀰(껓뿵 약⃝몉뵕) 뎖덬 10輜 150뾁, 똂4⃞뫑럦
땷뉍릣一⃞으⃝(릸땩맦 귛六⃞뛧) 뎖덬 10輜 50뾁, [十二]댾쁇(똂4⃞뫑
럦땷뉍릣一⃞으⃝ 땵[十七]릸땩) 뎖덬 10輜 30뾁, 땬땵이⃝샮(늖땩 [十二]
꾘샏) 땿쀚쀀똓뼱 50덿뛝, 릸럷5⃞(껓뿵 릸똷쀠) 30뉏 뤈, 뫇
덯맍뵑릏뤈샮(릏뤈맦 릸릻땱) 뎖덬 20輜 4뾁, 땷뉍릣둗귍샮
(샮맦 뱦뢯뙔) 믘六⃞눾 30됺똴뎖덬 10輜 1뾁똴낾늋 1덿뛝, 땷뉍
릣뫪꽸맍쁊릲샮(샮맦 [十二]릲꽸) 차⃝릻 2덿뛝, 덾눹感⃝땮六⃞룼꾅릏
뤈샮(릏뤈맦 먇뙕맍) 차⃝릻똴차⃝맍똴땩빟 3똓뼱, 뺟맦쁊릲샮(샮
맦 릙뫪똆) 차⃝릻 1덿뛝똴뵳쀗 1덿뛝, 뎒릏쁊릲샮(샮맦 [十二]릙
샏) 뎖덬 20輜 2뾁, 맩쀲6⃞릺샮(샮맦 먇럢빢) 뎖덬 10輜 1
뾁똴끟똴차⃝릻 1똓뼱, 릹늏릲 럷5⃞ 50뉏 뤈, 릹늏릲 六⃞둗맍 30
뉏 뤈

앍초장동 뫪뢣땩샮됾맦쁊릲뱾(릏뤈맦 몉릢뙔) 뫣똃뛧쀀 45덿
뛝, (땩)둗땬뢥빒릢쀰(껓뿵 약⃝몉뵕) 뎖덬 10輜 50뾁, 꺡뿺눻
쀰됿꽼뤁릸샮(샮맦 궗빢쁇) 뎖덬 10輜 50뾁똴차⃝릻 덼 땿쀚쀀

똓뼱 37덿뛝, 뫇덯맍뵑릏뤈샮(릏뤈맦 [十二]뱸뙓) 20뉏 뤈, 궗빢
쁇(11뺟맦) 10뉏 뤈

앍충무동 맓릢믘뢢븾됾냂샮(릏뤈맦 [十二]늏쀠) 197뉏 뤈, 꾅뫬
붛뽊(껓뿵 릙똆꾱) 40뉏 뤈, 뫇덯맍뵑릏뤈샮(릏뤈맦 [十二]덬뙕)
30뉏 뤈, 땷뉍릣뫪꽸맍쁊릲샮(샮맦 벦껡뤈) 20뉏 뤈, 땷뉍릣
둗귍샮(샮맦 [十二]똆뫇) 10뉏 뤈, 덾눹感⃝땮六⃞룼꾅릏뤈샮(릏뤈맦
믒몉뛧) 10뉏 뤈, 間⃝궗땵샮 쀭뛷 2輜 70뾁, 똂4⃞뫑럦땷뉍릣
一⃞으⃝(릸땩맦 덿릲쁇) 뎖덬 10輜 20뾁, 땷뉍릣둗귍샮(샮맦 [十二]
똆뫇) 끟똴뛧쁎똓뼱 5땵맍

앍남부민1동 쀰됿궎꺋땩냋샮(샮맦 릸뢯똆) 뢿꺆뉅땵쀀[19] 200
뉏 뤈, 뫇덯맍뵑릏뤈샮(릏뤈맦 덿똏뢦) 뎖덬 10輜 10뾁, 궗
릻쀰됿궎꺋쁊꾅몜쀥(몜쀥맦 덿땩샚) 늌뵑 20덿뛝, 땱약⃝몤쀥센⃝
똈(껓뿵 똏뤈六⃞) 20뉏 뤈, 땷뉍릣뫪꽸맍쁊릲샮(샮맦 [十二]껓
뫑)똴땷뉍릣둗귍샮(샮맦 [十二]궗뙔)똴땷뉍릣덁으⃝샮(샮맦 [十二]릢셃)
50뉏 뤈, 똏껡이⃝샮(늖땩 [十二]믕샸)똴똏땬맩형⃝귛릺됿뫪똖빲(껓뿵
[十二]릢셃) 20뉏 뤈, 뎒릏쁊릲샮(샮맦 몉맩뢦) 10뉏 뤈, 맍릚뎒
맩꺺(꺺맦 [十二]껓룶) 10뉏 뤈

앍남부민2동 땽꾾땩냋궎꺋샮(샮맦 덁껡릻) 뎖덬 10輜 50뾁,
땷뉍릣둗귍샮(샮맦 됵럩뫇) 뎖덬 10輜 5뾁, 뫇덯맍뵑릏뤈샮
(릏뤈맦 릸샸똆) 뎖덬 10輜 20뾁, 뺟맦쁊릲샮(샮맦 릙빢렑)
뎖덬 10輜 20뾁, 땽꾾쀰됿뉍릣룼뢯릏뤈샮(릏뤈맦 [十二]땵똆) 뎖
덬 10輜 10뾁, 뫪뢣땩샮됾맦쁊릲뱾(릏뤈맦 덁껡릻) 뎖덬 10
輜 10뾁, 뎒릏쁊릲샮(샮맦 벦뤈뫇) 뎖덬 20輜 10뾁, 뺚뫢쀰
됿뉍릣룼뢯릏뤈샮(릏뤈맦 덿룣뙔) 뎖덬 10輜 10뾁, 땷뉍릣뫪
꽸맍쁊릲샮(샮맦 몉똏빢) 뎖덬 10輜 10뾁, 덾눹感⃝땮六⃞룼꾅릏
뤈샮(릏뤈맦 [十二]뫬반⃝) 뎖덬 10輜 5뾁, 뱷쀨쀃덃꺺 샮뤈 릻꾅
뎖덬 10輜 10뾁, 릸샸똆(뫇덯맍뵑릏뤈맦) 뎖덬 10輜 10뾁,
一⃞샏됿5⃞(껓뿵 벦뤈뫇) 뎖덬 20輜 10뾁, 으⃝쀟룷뛝(껓뿵 릙
뫬똃) 뎖덬 10輜 20뾁, 맩쀲6⃞릺샮(샮맦 릸땵놇) 10뉏 뤈

앍암남동 맓릢궎꺋븾六⃞땚샮(샮맦 맃룒뙓) 뢿꺆뉅땵쀀[19] 250
뉏 뤈, 뛨먇끟둀릸 똷꽸몂(껓뿵 벦샏[十三]) 뎖덬 10輜 40뾁, 똷
꽸몋릻이⃝샮(껆맃늖땩 [十二]쁍녷) 뎖덬 10輜 40뾁, (뫇) 똷꽸쀨
땵뵽릸둼뵝(껓뿵 벦샸똌) 뎖덬 10輜 60뾁

추석명절이웃돕기성금똴성품기탁자

문의 총무과 240뚤4041



앝신청대상：서구자료관소장을희망하는도서

앝신청자격：서구민누구나(1인 2권)

앝신청기간：2019. 9. 23.(월)∼10.4.(금)

앝신청방법：서구자료관(서관 1층) 방문신청

앝문의：서구자료관(240뚤4288∼9)

※기존 소장 도서나 2권 이상 시리즈 도서, 학습서
등 제외. 소장도서는 검색사이트(//knu.nl.go.kr)
에서확인가능

※도서열람및대출은서구자료관회원가입후가능

읽고 싶은 책 신청 하세요

사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모습.

서구와 중구똴동구똴영도구 등 원도심 4개 구 어

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지난 9월 18일 2회에 걸쳐 서구청 신관 4

층 다목적홀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인권,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례 및 대처방법 등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문의 가족행복과 240뚤4364)

맞춤형아동학대예방교육

원도심 4개구어린이집보육교사대상

서구와 서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복)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4일 부산전통문화체험관에

서 뜬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뜯 행사

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여성 25명이 참가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1：1 지도를 받아 한복 입

는 법과 절하는 법, 차례상 차리는 법 등을 익혔

다. 차례상에 오른 각종 전과 나물, 생선, 고기 등

음식들은 다문화여성들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직접 만든 것이다.

다문화여성들은 또 전통예법에 맞게 차례를 올

렸는데 서구청장이 제주( ) 역할을 맡아 시범

을 보이고 제사 의미와 방법에 대해 설명에 나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행 씨(캄보디아 출신)는 뜨차례상 차리는 순서

가 복잡해서 좀 어렵기는 했지만 신기하면서도 재

미있었다. 구청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한국문

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뜩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문의 총무과 240뚤4124)

뜨추석 차례상 차리기, 어렵지만 재밌어요뜩

다문화여성 전통문화 체험

사진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다문화여성들.

아미동과 초장동이 한날한시에 따로 또 같이 마

을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12일 오전 11시 시

작하는 뜬아미똴초장 산복도로축제뜯가 그것으로 두

지역을 지나는 천마산로의 기찻집예술체험장(아미

동)∼한마음행복센터(초장동) 구간에서 열릴 예정

이다.

아미똴초장동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아미똴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주도 사업에 함께 하면서 쌓은 연대의식과 경

험을 살려 기존 뜬아미동에서 놀자뜯와 뜬초장동 한

마음축제뜯를 하나로 묶어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축제는 주민들로 구성된 아미초장마을축제

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윤지선똴문형진)와 부산기

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국토교통부와 서구,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축제의 전 과

정을 직접 진행한다.

이에 따라 개막식과 폐막식은 기찻집예술체험장

앞에서 함께 진행하고, 주요 행사는 각 동의 특색

을 살려 따로 또 같이 개최한다.

두 지역주민들이 함께 준비하는 만큼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풍성하다. 각 동에서는 주

민 노래 및 장기자랑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프로그

램 동아리나 주민 동아리, 학생 동아리 등의 재능

기부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다양한 체험부

스(각종 만들기, 옛날 오락실, 풍선아트, 페이스페

인팅 등), 프리마켓(아나바다장터 운영, 손뜨개똴향

초똴공예품 등 판매), 사생대회 등이 곳곳에서 펼

쳐지고 먹거리부스, 다양한 즉석이벤트, 경품 추

첨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이 가운데 노래 및 장기자랑, 체험부스와 프리

마켓 운영은 사전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아미동 기찻집예술체험장 246뚤8899, 초장

동 240뚤656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57뚤9404)

12 2019년 9월 25일 수요일살기 좋은 우리 동네

아미똴초장 산복도로축제 오세요
10월 12일 천마산로… 2개동주민 뜬따로또같이뜯마을축제열어

장애아를 편

견 없이 그려

낸 다섯 편의

이야기. 다른

아이들의 모습

과 별반 다르

지 않은 장애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미군 미사일

기지 선정으로

폐쇄되는 풀잎

도서관 지하에

서 발견된 띕위

대한 도서관과

사라진 책띠을 통해 BC 185년

알렉산드리아도서관으로 과거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

민국 BIG 4

세대, 즉 밀레

니엄 세대와 Z

세대,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관심

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최초의 책

(이민항/자음과모음)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김용섭/21세기북스)

유통기한 친구

(박수진/문학과지성사)

공공도서관이 추천하는 9월의 책

서구는 지난 8월 30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주민

자치회 마을의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

회에는 13개 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

해 상반기 추진 성과를 발표하면서 공유하고 벤치

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마을과

사람 이은숙 대표가 참석해 각 동 주민자치회의 자

원봉사 및 프로그램 활동, 마을 거점공간 활용, 마

을 특화사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참석

자들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 하반기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문의 총무과 240뚤4111)

뜨상반기마을의제성과공유뜩

13개 동주민자치회중간보고회개최

사진은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중간보고회 참석자들 모습.



듟지진

서구 마을지기사무소 현황

명칭 위치 사업구역 연락처

서대신1동
마을지기사무소

서대신1동
행정복지센터

동대신2똴3동,
서대신1똴3똴4동

243뚤6600

초장동
마을지기사무소

초장동주민쉼터
동대신1동,부민동,
아미동,초장동

070뚤8991
뚤5119

남부민1동
마을지기사무소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충무동,남부민1똴2동,
암남동

240뚤6698

앝납부 기간：2019. 9. 16.∼9. 30.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앝문의：세무과(240뚤4191∼5)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서구가 산복도로 인근 일반주택에 거주한 주민

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있는 마을지

기사무소가 큰 인기다.

현재 서대신1동 행정복지센터, 초장동 주민쉼

터,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개소에 마련

돼 있는데 마을지기(주민 상담, 현장 확인, 사무소

총괄 운영 등)와 만물수리공(주택 유지똴관리 서비

스 등)이 배치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

을 해주기 때문이다.

마을지기사무소의 가장 큰 임무는 주택 유지똴관

리 서비스이다. 전기시설을 비롯해 주방 싱크대나

화장실의 수도시설, 문이나 창문 손잡이 등 가정

의 소소한 수리나 부품 교체는 전화 한 통이면 당

일 또는 늦어도 하루이틀 뒤 뚝딱 해결해 준다.

각종 생활편의 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내 손으

로 직접 집 안을 손 보고 싶은데 필요한 공구는

없고, 새로 구입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일반공구는 물론 전문공구까지 대여해준다. 직장

에 다니거나 장시간 외출 등으로 택배 물품을 받

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인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팩스 및 문서출력 등도 해주고 있다.

마을지기사무소의 지원서비스 가운데 주택 유

지똴보수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똴차

상위계층의 경우 재료비 1만5천~2만5천 원 이내

는 무료로, 일반주민의 경우 출장비(5천 원)와 재

료비만 내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공구 대여,

무인택배함 이용, 팩스 및 문서출력 등은 누구나

무료다. <사용료 기준 오른쪽 표 참조>

(문의 창조도시과 240뚤4494)

<강석엽 명예기자>

소소한 집수리 에 맡기세요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공구 대여똴무인택배함 운영도

마을지기사무소 사용료 기준

구분
주택유지똴보수비용 공구대여료 무인택배함

사용료재료비 출장비 일반공구 전문공구

기초생활
수급자

2만5천 원
이하무료

(초과분본인부담)
무료

무료 무료

무료
(48시간
초과시

과금 1천원)
독거노인
차상위

1만5천 원
이하무료

(초과분본인부담)

일반주민 전액본인부담 5천원

※무료 서비스 이용한도：연간 15만 원

생생 생활정보 13제255호

<유료광고>

부산작명소

도시철도괴정역 3번 출구 앞 051뚤203뚤8836

작명개명전문똴아기이름전문똴상호아호전문

작명전문가/소장정정해

앍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졸업

앍일본국 대동문화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졸업

앍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앍구 한일은행 근무

앍여산명리학회 학술위원

앍한국작명가협회 회원

앍현 부산작명소 소장

이름감정무료 똴 개명상담무료

<유료광고>

좋은 이름 듣기, 좋은 생각하기, 좋은 희망 갖기

앝지원 대상

－개방화장실로지정똴운영중인민간남녀공용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띌공중화장실법띔제3조에해당하는민간공중화장실

앝지원 내용：지원 대상별로 공사비용 50% 지원

(국비똴지방비 포함 최대 1천만 원)

앝지원 유형

－남녀공용 화장실 출입구 남녀 분리

－남녀공용 화장실 층별 남녀 분리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앝신청 기간：2019. 8. 21.∼10. 31.

앝신청 방법：청소행정과 방문 접수

앝문의：청소행정과(240뚤4442)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
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엘리베이
터 사용 금지)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
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매년 9월 12일이 들어있는 주간은 뜬지진 안전

주간뜯이다. 2016년 이날 발생한 경주지진과 이

듬해 11월 15일 포항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지정

한 것이다.

지진은 미리 예측하기 힘든 재해인 만큼 국민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두는 것이 중

요하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탁자 아래와

같은 집 안의 안전한 대피공간을 미리 파악해

두고, 가구똴가전제품 등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고정시키거나 높은 곳에 두지 않도

록 한다. 또 가스 및 전기 시설, 건물이나 담장

등은 미리 점검해 안전하게 관리하며, 비상용품

을 준비하고 가족 모두 보관 장소를 알아두도록

한다. (문의 구민안전과 240뚤4651)

앝지진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
리를보호하며, 건물과거리를두고주
위를살피며대피합니다.

대피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
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
로 대피합니다.(차량 이용 금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안내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마을건강센터에서 뜬건강뜯 챙기세요

비브리오 패혈증 등 예방수칙

서구보건소는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을실시하고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6개

월∼12세 어린이는 지난 9월 17일부

터 예방접종에 들어갔으며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자체 사업

대상자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순차

적으로 실시된다. 임신부는 올해부터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예방접종은 지정 위탁의료기관에

서 진행되고 있는데 의료급여자, 심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자체사

업 대상자의 경우 올해부터 서구 뿐

아니라 부산지역 위탁의료기관 어디

서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서구 48개소)은 예방접

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 및

어플에서 검색하거나 보건소에 문의

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339똴☎

129, 서구보건소 240뚤4915)

마을건강센터가 보건소와 멀리 떨

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

이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

서구에는 서대신1동(행정복지센터

2층), 아미동(아미골행복센터 2층),

남부민1동(복합커뮤니티센터 6층) 등

3개소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곳에서

건강상담과 건강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건강동아리는 주민들에게 건강

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새 프로그램

으로 주민들을 맞는다.

서대신1동 마을건강센터는 매주

화똴목요일 오후 2시30분 뜬춤바람∼

신바람∼ 라인댄스교실뜯을 운영한다.

음악을 활용한 라인댄스를 통해 신

체활동을 강화하고 이웃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다.

아미동 마을건강센터는 지난 9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아

미문화학습관 1층 도서실에서 뜬함께

즐거워지는 컵타교실뜯을 열고 있다.

컵을 사용한 리듬연주로 좌뇌와 우

뇌를 자극해 인지력을 향상시킨다.

남부민1동 마을건강센터는 뜬생생

한 리듬요가교실뜯, 뜬탱고로 건강 나

이 낮춰볼 탱고?뜯, 천연화장품 만들

기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뜬생생한 리듬요가교실뜯은 매주 월요

일 오후 1시30분, 목요일 오후 4시

개최되며, 자세 교정 및 스트레칭 등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준다. 천연화

장품 만들기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또는 악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문의 서구보건소 240뚤4903)

건강한 생활14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임신부도 지원…기간 맞춰 지정 병똴의원 접종을

앝마을건강센터 신규 프로그램 안내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운영 장소 문의

서대신1동
마을건강센터

라인댄스교실
10. 1.∼12. 26.

화똴목 14：30∼15：30

서대신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

240뚤6656∼7

아미동
마을건강센터

컵타교실
9. 23.∼12. 23.
월 15：00∼16：00

아미문화학습관
1층 도서관

240뚤4903

남부민1동
마을건강센터

요가교실
10. 14.∼12. 26.
월 13：30∼14：20
목 16：00∼17：00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240뚤4897∼8
탱고교실

9. 25.∼12. 20.
수똴금 14：00∼15：20

천연화장품
만들기

10. 1.∼10. 22.
화 10：00∼12：00

앝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일정 안내

접종 대상 접종 기간 준비물

어린이
6개월∼12세
(2007. 1. 1.∼
2019. 8. 31.)

2회 접종 시
(첫 예방 접종자)

9. 17.∼
2020. 4. 30. 예방접종수첩

1회 접종 시 10. 15.∼
2020. 4. 30.임신부 임신 주수 상관 없음 임신 확인 증빙 가능 서류

어르신
만 75세 이상(1944. 12. 31.이전 출생자) 10. 15.∼11. 2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65세 이상(1954. 12. 31.이전 출생자)

10. 22.∼11. 22.지자체
사업

의료급여자
13세∼만 64세

(1955. 1. 1.∼2006. 12. 31.)

등본상 부산 거주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의료급여증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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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야간 요가교실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요가운동
(자세교정 및 스트레칭)

10. 2.∼11. 29.
수똴금 18：30∼19：20

보건소 4층 취미교실 만 60세 이하 관내 직장인 10. 1.까지
240뚤4848,
4901

초보아빠 육아교실
스마트 대디

행복출산 이론 및 육아실습
(임산부 체험, 기저귀 교체 등 실습)

10. 12.(토)
09：30∼12：00

보건소 4층 소강당 및 취미교실 예비 및 초보부부 10. 8.까지
240뚤4869,
4865

모유수유클리닉 모유수유에 대한 이해 및 실습
10. 16.(수)

10：00∼12：00
보건소 2층 회의실

모유수유에 관심 있는
임산부 및 수유부

10. 11.까지
240뚤4869,
4865

엄마와 함께하는
아기마사지교실

아기마사지 교육 및 실습
10. 18.∼11. 8.
금 11：30∼12：30

보건소 4층 취미교실 3∼8개월 아기와 엄마 10. 15.까지
240뚤4869,
4865

치매안심센터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운영

반짝활짝 뇌운동
7. 1.∼12. 31.
목 14：00∼16：00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경도인지장애 운영 중 상시 240뚤4912

뇌졸중 기능훈련교실 전문강사와 함께 재활운동
9. 4.∼10. 30.

수 14：00∼15：00(총 8회)
부민노인복지관 4층 취미교실

관내 등록장애인 및
재활운동이 필요한 구민

운영 중 상시
현장접수 가능
(선착순)

240뚤4879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1회 무료접종
월똴화똴수똴금(목 제외)
09：00∼11：30
13：00∼17：00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만 65세 이상

성인 중 과거 폐렴
접종력이 없는 대상자

연중 상시 240뚤4915

치매안심센터 쉼터운영 인지재활교육, 단기보호(3시간) 월∼금 09：00∼12：00 꽃마을작은도서관(서대신4동) 치매환자 연중 상시 240뚤4912

산후우울 검사
출산 후 우울 예방을 위한 자가설문조사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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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환자 보습제 1인당 연간 2개 지원 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아토피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연중 상시 240뚤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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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등록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서구민

연중 상시 240뚤4879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실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상담 등
보건소 2층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실
주민 누구나 연중 상시 240뚤4904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인바디를 활용한 체지방 측정 및 상담 등 보건소 2층 통합건강관리실 주민 누구나 연중 상시 240뚤4848

영양플러스 사업
월 2회

영양보충식품 가정배송, 영양교육 제공 등
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임산똴출산똴수유부 또는
만 6세 이하 영유아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연중상시 240뚤4847

듟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듡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듢어패류는 5도 이하 저온에 보관하거나 85도 이상 가열해 익힙니다.

듥어패류를 요리한 칼똴도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합니다.



뜬2019년 서구일자리박람회뜯가 오는 10월 2일 오

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신관 4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뜬딱! 좋은 일자리가 있는 서구뜯를 주제로 진행되

는 이번 박람회에는 50개 기업체가 직똴간접으로 참

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하반기

문을 여는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부산송도와 메

리어트호텔 부산송도, 부산기장 아난티코브 등 호

텔업체로 50여 명의 호텔 종사인력을 채용할 것으

로 알려졌다. 또 암남동에 가공공장을 신축 중인

(사)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도 수산물 가공 생산직 7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날 600여 명의 구

직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이날 이력서똴사진똴신분증을 지참하

고 현장을 방문하면 되며, 직접참여업체는 현장에

서 면접을 실시한다. 간접참여업체는 이력서 접수

와 취업상담을 진행한다.

서구는 구직자들을 위해 이날 다양한 취업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청년층을 위해 커리어플러스

(주)와 고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중장년층을

위해 부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여성을 위해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어르신들을 위해 대한

노인회 취업지원센터가 각각 취업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력서 사진 촬영, 타로 적성검사,

커피 직업체험, 건강체험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수산가공선진화단지똴마을기업에서 생산품을 홍보똴

판매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뚤

6682, 서구취업정보센터 240뚤6686∼8)

일자리 15제255호

일반기업

사업장명 모집 직종 근무지
모집
인원

학력/경력 시간 임금 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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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직종 근무지
모집
인원

학력/경력 시간 임금 접수마감일

서구일자리박람회 10월 2일 개최
구청 다목적홀…뜨딱! 좋은 일자리 찾아보세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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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앝광고문의：문화관광과 240뚤4074

(주)새손
기획마케팅
사무원

동대신동 1명 무관/경력
토 격주 근무
08：00∼18：00

연봉
3,000만 원 이상

9월 30일

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사무 보조원
(일반사업체)

남부민동 1명 무관/무관 09：00∼18：00
연봉

2,500만 원 이상
9월 31일

대방수산(주)
지게차
운전원

암남동 1명 무관/무관 08：00∼17：30
월급

200만 원 이상
10월 3일

옥이푸드
식품분야
단순종사원

암남동 2명 무관/경력 08：15∼17：30
시급

8,350원 이상
10월 5일

성진수산(주)
제조

단순종사원
암남동 3명 무관/무관 08：30∼17：30

시급
8,350원 이상

10월 7일

(주)에스제이
푸드

제조
단순종사원

암남동 3명 무관/무관 08：30∼17：30
시급

8,350원 이상
10월 7일

온메디칼
의료기기장비
설치수리원

동대신동 1명
고졸 이상
/무관

띤평일띨
09：00∼18：00

띤 토 띨
09：00∼15：00

연봉
2,400만 원 이상

10월 31일

위너스마린(주)
주입포장상표
부착기등기타
기계 조작원

동대신동 1명 무관/무관 09：00∼18：00
월급

180만 원 이상
11월 3일

탑스물류(주)
하역적재
종사원

암남동 2명
고졸 이상
/신입

08：30∼17：30
연봉

2,200만 원 이상
11월 3일

주식회사
행복드림스

환경청소
관리자

아미동 1명
고졸 이상
/경력

09：00∼18：00
월급

200만 원 이상
11월 4일

신아냉동(주)
산업용냉난방
설비 조작원

남부민동 1명
고졸 이상
/경력

08：00∼17：00
연봉

2,700만 원 이상
11월 4일

유림냉장
주식회사

지게차
운전원

암남동 1명 무관/경력 08：30∼17：30
월급

210만 원 이상
11월 5일

미소
노인복지센터

재가
요양보호사

암남동 1명 무관/무관 16：00∼19：00
시급

9,600원 이상
11월 9일

(주)푸른바다
지게차
운전원

남부민동 1명 무관/무관 09：00∼ 18：00
월급

180만 원 이상
11월 9일

인창서구재가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암남동 1명 무관/경력 14：30∼17：30
시급

11,000원 이상
11월 15일

(주)청동물산 경리 사무원 암남동 1명
고졸 이상
/경력

08：00∼17：00
월급

175만 원 이상
11월 15일

주식회사
강동유통

식품주류
영업원

남부민동 1명 무관/경력 08：00∼17：00
연봉

3,000만 원 이상
11월 15일

초장재가
노인복지센터

재가
요양보호사

암남동 1명 무관/무관
09：00∼12：00
(주2일)

시급
10,500원 이상

11월 16일

＊백상기업(주) 건물 청소원 초량동 1명 무관/무관 06：00∼16：00
월급

166만 원 이상
9월 30일

＊주식회사
행복드림스

건물 청소원 감전동 2명
무관/경력
(최소 6개월
이상)

07：00∼15：00
월급

175만 원 이상
9월 30일

＊우신토탈
엔지니어링

단순
경리사무원

동삼동 1명 고졸/무관 08：30∼17：30
연봉

2,100만 원 이상
채용시

＊종가집
돼지국밥

일반음식점
서빙원

학장동 1명 무관/무관 10：00∼22：00
월급

225만 원 이상
채용시

＊유림기업
식품 분야
단순종사원

장림동 1명 무관/무관 08：00∼17：00 시급 8,350원 채용시

＊한진식품(주) 건물 청소원 장림동 1명 무관/무관 08：00∼13：00 시급 8,350원 채용시

＊삼육부산병원
병원

급식조리사
서대신동 7명 무관/무관

05：30∼18：30
(3교대)

월급
210만 원 이상

채용시

＊새한누리노인
주간보호센터

시설
요양보호사

장림동 1명 무관/무관 08：30∼17：30
월급

175만 원 이상
채용시

앝주요 내용

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랍 일부개정 안내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앍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기존 60일→변경 30일) 앍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
앍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해제신고 의무

앍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앍과태료 500만 원 이하

앝개정법률 시행일：2020. 2. 21. 앝문의：토지관리과(240뚤4761)

사진은 서구일자리박람회 취업 컨설팅 모습.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앝부과대상：경유사용자동차

앝부과기준일및부과대상똴납부기간

앝납부방법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

고포함) 지로 납부

－인터넷납부：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화(ARS) 납부,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

체등

앝문의：환경위생과(240뚤4390)

부과기준일 부과대상 기간 납부 기간

2019. 6. 30. 2019. 1. 1.∼6. 30.
2019. 9. 16.∼9. 30.
(납기후 10. 31.까지)



알림16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