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때에도다양한학구열쏟아

학생리포터가전하는

겨울방학 도서관 프로그램

안남초등학교(교장김영철)는겨울

방학을 맞아 도서관에서 사서선생님

과 함께하는 독서달력 만들기, 릫열두

띠 이야기릮을 읽고 책과 함께하는 12

지신활동을했다.

자율코너 프로그램으로는 신나는

독서 퀴즈, 독서 퍼즐 왕, 책 읽기 마

인드 맵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 겨울방

학동안 세 번의 책나래 도서관 수요

영화를상영하는등따뜻하고알찬시

간을보낼수있는유익한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동현(안남초 리포터)

새로운 꽃길

동신중학교 (교장 강미라)는 2월

초 교내 해랑관에서 종업식과 졸업식

을한다. 1, 2학년은새학년을준비하

는 종업식을 하고 2일부터 봄방학에

들어간다. 그리고 3학년은 개학 후 학

교생활을 마무리하며 1일 졸업식을

한다. 누구에게는 새 학년이며 새 학

교를들어가는과정, 동신중의꽃길을

응원한다. 박영준(동신중 리포터)

릫동고동락 학산부자회릮

학산여자중학교 (교장 이영태)는

지난해 12월 24일 교내에서 릫동고동락

한학산부자회릮로부스운영과바자회

를 열었다. 부자회 총괄 관리팀인 한

학생은 릲준비하는데힘들었지만, 선생

님과 학생이 함께한다는 행사여서 즐

거웠다릳는 반응을 보였다. 또 바자회

로인한수익금은주민센터를통해이

웃돕기에사용된다.

박유경(학산여중 리포터)

팝송 대회 식전공연 릫눈길릮

동해중학교(교장 탁상달)는 지난

해 12월 21일 릫교내 영어 팝송 대회릮

를 개최했다. 대회 시작 전에는 인근

브니엘예술고등학교의 솔로굛듀엣굛

댄스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가 뜨거웠다. 즐거운 축제로

한 학기를 마무리한 동해중학교는 1

월 28일까지 방학에 접어들었다. 방

학 중에도 독서하며 건강하게 지낼

것을모두가약속했다.

신희재(동해중 리포터)

열띤 릫유락학예제릮

유락여자중학교(교장 허윤욱)는 12

월 28일 방학식을 겸해 부전교회에서

릫유락학예제릮를 열었다. 2부로 나눠 진

행된 이날 각 반 무대, 댄스부 그리고

연극부가 준비한 무대와 더불어 오디

션을 통해 올라온 세 팀이 출연해 춤굛

연극굛합창굛플래시몹굛패러디등을펼쳤

다. 학예회가 끝난 후 바로 방학식을

가지면서 2018년 모든 학교 행사도 마

무리됐다. 양화영(유락여중 리포터)

학생 겨울방학 자습교실

여명중학교(교장 장영희)는 매년

겨울방학이 되면 자습교실을 열고 있

다. 올해도 역시 도서실에서 많은 학

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면

서자기스타일에맞는공부에전념하

고 있다. 특히 매일 3시간 이상 활동

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자기주도 학습

교실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기재된다.

자신의 공부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를

발전시킬수있는뜻깊은시간이되었

기를바란다. 이동효(여명중 리포터)

열정 쏟은 릫영어 캠프릮

동래중학교(교장 이동실)는 본교

원어민 교사와 함께 1굛2학년 희망 학

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1월 9일부터 1

월 15일까지 릫We Are the World릫라는

영어캠프를운영했다. 영어를배우고

싶어해서참가한학생들은남다른열

정으로 요리굛문화 학습과 같은 다양

한영어체험하며참가의지를다졌다.

허선준(동래중 리포터)

유료광고

㈜동래데이케어 노인주간보호/방문요양/차량목욕

미남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방문요양

보필동래 복지용구판매및대여/방문요양

㈜동래클린케어 복지용구판매및대여/소독

취업 및 사업 연계지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매주 토)

㈜동부요양보호사교육원

051-531-9018/503-9988
지하철 3,4호선 미남역 8번 출구

유료광고

개설 강좌 교육 시간 비 고

야간반
(2월 25일 개강)

월~금
18:30~22:20

국비지원(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가능

사회복지사 야간반 개설(1/21~2/13, 실습 2/16) 오후 6시40분~9시30분
간호조무사 야간반 개설(2/14~2/23, 실습 3/2) 오후 6시30분~10시20분

오후 3시~ 9시50분(토)

우장춘기념관 체험 프로그램 릫인기릮

2굛4주 토요일 과학실험,화분심기

토굛일은 기념관 해설 프로그램

프로그램(주제) 일정 내 용

2019년 달력 만들기(공예) 1.26. 달력의 의미를 알고,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 본다.

세균 잡는 자외선(물리) 2.9.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우리생활 속 자외선의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공기정화액자[공예] 2.23. 스칸디아모스를 이용하여 공기정화액자를 만들어 본다.

알룩달룩~ 너는 누구니?
(물리예술)

3.9.
LED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LED를 이용해 빛을 합성해
보고 나만의 무드 등을 만들어본다.

북아트 개구리의 한 살이
(공예)

3.23.
개구리의 한 살이를 알고, 개구리의 한 살이 책을 만들
어 본다.

콜크화분 씨앗심기
(화분심기)

4.13.
콜크클레이를 이용하여 화분을 만들고 강낭콩을 심어
본다.

나 떨고 있니?(MAKER) 4.27.
진동의 원리를 알고, 모터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움
직이는 로붓을 창작하여 본다.

Makey Makey로 즐기는
작은 음악회(TT융합)

5.11.
컴퓨터-메이키메이키-다양한 전도성 물체를 연결하여
악기를 구성해보고 다양한 악기로 합주를 해본다.

북아트 봄꽃이야기(공예) 5.25.
꽃의 이름, 특징, 꽃말, 꽃의 구조 등을 알고, 봄꽃 이야
기 책을 만들어 본다.

옷만 다리는게 아니죠
(화학, 환경)

6.8.

플라스틱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을 위한 플라스
틱 분리 배출 방법 등 실천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고 열에 의해 변형이 가능한 LDPE로 작품을 만들어 본
다.

에코가방(나염) 6.22.
여러 가지 나뭇잎모양을 이용하여 나만의 가방을 만들
어 본다.

■ Fun＆Fun 체험 프로그램

우장춘기념관에서 진행하는 릫펀

앤펀(Fun＆Fun)릮 체험 및 해설 프

로그램이좋은반응을얻고있다.

동래구가 지난해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우장춘기념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모두

6956명이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생 대상 과학 원리를 이용

한과학실험체험과화분심기등 28

개의 다양한 릫펀앤펀 체험 프로그램

에는 1170명이, 기념관해설프로그

램에는 5786명이참여했다.

이에 따라동래구는올상반기월

별 체험프로그램과 기념관 해설 프

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들의 기대

에부응하기로했다.

동래구와 (사)부산과학기술협의

회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협회 소속 3명의

과학문화해설사가 나서 진행하며

참가비는무료이다.

수업은 매월 2굛4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1일 각 25명)에 각각 열

린다.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동

래구 홈페이지(www.dongnae.go.

kr)→ 문화관광→ 릫우장춘기념관릮

배너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펀앤

펀프로그램일정은표참고

이와 함께 우장춘기념관 해설 프

로그램은 매주 토굛일요일 오전 11

시~오후 3시에 마련돼 있어 홈페이

지에 신청하면 된다. 평일은 단체

관람을신청하면운영된다.

문화시설사업소(550-6633)

2월 1일부터 릫문화누리카드릮신청하세요

소외계층 대상,연 8만원 지원

동 주민센터굛온라인 동시 발급

영화굛온천 등 연말까지 사용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인 릫문화누리카드릮

를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www.

mnuri.kr)에서동시에발급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6세 이상(2013.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굛여행굛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

는카드이다.

지원금은 기존 개인당 연 7만

원에서 연 8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해 수혜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

대했다. 또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정자도 문화누리카드 중복 신청

이 가능하며 기초굛차상위계층 청

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비로

월최대 8만원이지원된다.

문화누리카드이용은 12월 31일

까지이며, 영화관굛공연굛서점굛사진

관굛온천굛국내여행굛스포츠분야등

온굛오프라인으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단, 2년간(2019년~2020

년) 전액 미사용할 경우 차년도

2021년에발급이제한된다.

한편부산문화재단에서는문화예

술굛여행굛체육 분야 관련업체를 대

상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온굛

오프라인) 등록을 상시 신청 받고

있다. 부산문화재단(745-7264~5)

읍성도서관,안락누리도서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일요일에는동래구도서관에서영화감상을

슈렉3 어거스트 러쉬

동래구도서관에서는오는 2월매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다양한 연령

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을

무료로 상영한다. 동래읍성도서관

은 △3일 릫코코(전체관람가, 127

분)릮 △10일 릫천하 무적 키코리키

(전체관람가, 91분)릮 △17일 릫패딩

턴(전체관람가, 95분)릮 △24일 릫슈

렉 3(전체관람가, 92분)릮을 1층 문

화강좌실에서상영할예정이다.

안락누리도서관은△3일 릫꼬마유령

(전체관람가, 92분)릮 △10일 릫아이캔

스피크(12세관람가, 119분)릮 △17일

릫가부와메이이야기(전체관람가, 110

분)릮 △24일 릫어거스트 러쉬(전체관

람가, 113분)릮을 1층문화강좌실에서

상영할계획이다.관람을원하는사람

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으

로 방문해 관람하면 된다. 자세한 사

항은각도서관홈페이지를참고하거

나 전화문의(동래읍성도서관 ☎

550-6904, 안락누리도서관 ☎

550-611)를통해확인할수있다.

동래구도서관독서회회원모집

읍성굛안락누리도서관

3~12월 참가비 무료

매월 1회 독후활동

동래구 도서관(동래읍성, 안락

누리)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2019년 독서회 회원을

선착순으로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는 독서

회는 회원 간의 소통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1회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토론하

며소통하는독후활동모임이다.

이번에 개설된 독서회는 어린이

독서회인 △혜움독서회(초등 1~2

학년 15명, 동래읍성도서관) △뚜

기독서회(초등 4~6학년 10명, 안락

누리도서관)와성인독서회인△호

현독서회(15명, 안락누리도서관)

가있으며, 참가비는무료이다.

각 독서회의 신청 기간과 방법

이다르므로동래구도서관홈페이

지 (http://lib.dongnae.go.kr)를

참고하거나전화로문의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7면 광고 참고

동래구 관계자는 릲독서회는 함

께 책을 읽으며 생각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동래

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

다릳고말했다.

동래읍성도서관(550-6905)

안락누리도서관(550-6915~6)

■ 아동굛청소년 꿈지원 프로젝트

동래아이들꿈은이루어진다

꿈굛끼 많은 아동굛청소년 지원

2월 28일까지 주민 추천 받아

동래구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감을

업(up굩)시켜주는 릫아동굛청소년 꿈

지원프로젝트릮를마련해눈길을끌

고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공

동모금회 공모 사업에서 동래구는

릫동래아이들꿈은이루어진다릮라는

주제로응모해선정됐다.

이에 따라 동래구는 관내 거주

초굛중굛고등학생들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소 꼭 하고 싶었던

꿈 편지 계획과 특출한 끼를 가진

이웃의 아동, 청소년 영재를 추천

받아꿈지원프로젝트에참여할대

상자를모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래구는 서류심사와

인터뷰등을통해 3월말경 25~40명

정도대상자를 선발해 개개인의 꿈

성취를 돕는 맞춤형 물품과 학원비

등을지원할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동래

구 복지정책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

를 방문하거나 복지정책과로 우편

접수(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 하

면된다. 복지정책과(550-4312)

*카톡에서 동서대사회교육원 친구추가.

강좌관련 최신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서대학교사회교육원(양정캠퍼스)

2019년 봄학기수강생모집

굛자격증 : 가요전문지도사, FUN경영CEO, CEO리더스피치, 민화지도

사, 명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닥종이 조형지도사, 학교안전지도

사,한방꽃차소믈리에,유머리더와레크지도자,해피뇌건강지도사,갈

등조정지도사,국제재난안전지도사2급,SQ지도자2급

굛 1:1전문강좌:플롯,성악,피아노,파이프오르간

굛어학:생활영어,팝송영어,기적의영어회화,일본어,엔카일본어

굛음악(노래) :김임경노래교실,합창,실버엔카,가요랑댄스랑

굛음악(악기) :아코디언,색소폰,통기타,한국의장단,플롯,오카리나,

하모니카,우쿨렐레등15개과정

굛미술 ＆ 사진 : 민화, 사군자와 문인화, 인물드로잉, 디지털사진기초

및활용,캘리그라피

굛교양및생활교육 :꿈꾸는동화교실,시낭송과 언어디자인,재미있는

인문학강의, SNS실전활용기초, 인생2막 SNS 힐링마케터도전하기,

소소한일상의글쓰기전략,수어교실

굛건강스포츠 :조상영의웃음과유머,댄스스포츠,체형힐링요가,몸살

림운동,건강라인댄스,웰빙댄스,한국전통무용,동래한량춤

굛시니어 컴퓨터(IT과정) : 스마트폰/컴퓨터/사진기초, 스위시맥스/프

리미어,문서작성/엑셀,포토뺩기초,스마트폰/컴퓨터홈페이지만들기

굛 접수기간: 2019. 2.1 ~ 2019. 2.28 (선착순)

교육기간:2019. 3. 4~2019. 5.31(12주과정)

문의전화:(051)949-8891~2

상세내용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홈페이지참조

위치 -양정역2번출구앞

※한국음식문화원과정:한국음식문화원홈페이지참조

(문의전화:949-8008)

유료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