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일 구양묘장에서한누리유치원생들이꼬마원예가체험을하고있다.

철 따라 다양한 꽃을 가꿔 가로변

화단에 심는 등 화사한 도심 가로

환경을 조성해 오던 동래구 양묘장

이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돼 주민들

이크게반기고있다.

동래구는 그동안 가로 환경 조성

을 목적으로 운영해 오던 만덕1터

널 아래에조성된구직영양묘장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일반인에게 개

방하고있다.

이에따라동래구는지난 3월부터

꼬마원예가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

화원등다양한원예체험프로그램

을제공하고있다.

꼬마원예가 체험 프로그램은

2018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참

여 어린이집 원생들로부터 큰 호응

을얻어올해확대시행하게된것.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꽃의

생장과정을 관찰하고 직접 꽃과 흙

을만지며나만의화분을만드는체

험으로, 도시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친하면서 자연친화적 사고형성에

도움을주기위해마련됐다.

또 릫시민화원릮은 폐기물량을 감소

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

한공간으로양묘장내시민누구나

자유롭게 원예활동을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화분을

기증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거 여건상 화분

분갈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

트 주민은 물론 이사하면서 화분을

처분해야 하던 시민 등 누구나 릫시

민화원릮에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

다. 녹지공원과(550-4495)

행복마을주민들이만든제품전시굛판매

NH농협은행동래지점내전시(왼쪽)및판매부스

NH농협은행동래지점과협약

지점내제품전시, 편리하게구매

동래구는 지난 5월 8일 NH농협은행 동래지점에서

NH농협 은행, 기찻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 시싯골

어울행복마을과함께상생협력을위한협약을체결

하고 NH농협은행 동래지점 내 행복마을 생산제품

을전시굛판매하고있다.

부산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릫기찻길 옆 유쾌한 동산마을릮과 릫시싯골 어울

행복마을릮은 도자기와 천연비누 등 제품 제작굛판매

는 물론 체험활동, 재능기부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

성화및행복한마을만들기에힘쓰고있다.

이번에 NH농협은행 동래지점 내에서 행복마을

전시굛판매는 마을 특색을 살린 생산품을 알리고, 주

민들이편리하게구매할수있도록하게위해서다.

동래구는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지역농협과 하나로마트 등 판로망을 지속적인 확대

해나갈계획이다. 도시재생과(550-4854)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구노인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셔 양성=여

성가족부 지원. 디지털 콘텐츠 및 편집

디자인을 활용한 전자출판 전문 인력

양성과정, 전자출판기능사 자격증 취득

가능. 6월 3일~8월 12일 월~금요일. 자

부담 10만원(수료시 5만원 환급, 6개월

이내취업후 5만원환급)

△보육교사 재취업교육=여성가족부

지원. 보육교사 실무에 필요한 현장실

무 교육. 6월 10일~7월 5일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1시30분. 자부담 10

만원(수료시 5만원환급, 6개월이내취

업후 5만원환급)

△바리스타직종 집단코칭=부산시 지

원. 여성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거점사

업. 5월 31일까지부산에거주하는미취

업여성 대상 모집. 직업흥미적성 파악,

진로목표설정집단프로그램. 6월 12~13

일오전 9시30분~오후 1시30분.

△바디디자이너(바른체형운동)=6월

18일~7월 11일 매주 화굛목요일 오후 7~

8시20분. 수강료 6만원

△동화구연지도사(기초/오전반)=6월

10일~8월 20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수강료 12만원(재료비+교재

비 2만원별도)

△정리수납전문가 2급 자격과정=6월

25일~7월 2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수강료 10만원(자격응시료

및교재비별도)

△고령자 일자리 알선교육=스마트폰

으로 알아보는 내 일자리, 이력서 클리

닉, 일자리정보무료교육. 6월 13일목요

일오후 1시30분~2시30분. 수강료없음

△정부지원정책 알아보기=올해 부산

시와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창업지원 사업을 탐색해보는 과정. 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수강

료무료

△모퉁이프리마켓 셀러(판매자)모집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릫모퉁이프리마켓릮에 참여할 셀러(판매

자) 모집(501-8946). 남녀 상관없이 신

청 가능하며 선착순 10명. 5월 29일 수

요일오전 11시~오후 2시. 참가비 2천원

(503-7268)

△릫가족의 탄생릮 프로그램=4월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학생봉사단

또는 가족봉사단(2~3명)이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말벗 및 청소, 특화활동

(요리굛공예활동). 참여자수시모집

(714-2888)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월~금

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일정조율 가

능). 동래구노인복지관 지하 경로식당

조리 및 배식 보조, 뒷정리. 지역 주민

누구나가능하며수시모집.

△물리치료실 프로그램=노인복지관

회원 대상 7~9월 노인복지관 2층 물리

치료실. 스트레칭 및 근력향상운동 등

기능회복프로그램. A반: 월굛목요일. B

반: 화굛금요일. 6월 20~21일 모집. 방문

접수

△블로그 동아리 참여자 모집=축제

취재활동, 사진굛동영상촬영, 블로그포

스팅, 여가활동 등 블로그 동아리에 관

심 있는 지역어르신 대상 5~12월 매주

목요일 1시30분. 수시모집. (554-6252)

△로보티즈=유아부터 초등까지 전문

교구를 사용한 로봇 제작 프로그램. 매

주 월요일 오후 5시20분. 2개월 6만5천

원(재료비별도)

△바른글씨＆글씨체 교정교실=청소

년들의 글씨체 교정 프로그램. 매주 수

요일 오후 3시~3시50분. 1개월 3만원

(교재비별도)

△커피바리스타 자격증반=성인 대상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준비반.

매주 목요일 낮 12시30분, 2개월 8만원

(재료비별도)

△치료 바우처 서비스=아동청소년의

심리굛정서적 문제를 예방굛치료하기 위

한음악굛미술굛언어굛놀이치료제공

(506-5757)

△영화상영=아들에게가는길(6월 4

일), 뜨거운 안녕(6월 11일), 시인할매

(6월 18일), 또 하나의약속(6월 25일)

매주 화요일 오후 1~3시. 장애인 및 지

역주민누구나

△장애인고용업체모집=장애인취업

률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

애인고용을희망하는모든업체대상

△법률상담=복지관 등록 중증 장애

인대상월마지막주화요일오전 10시

~낮 12시. 복지관 1층 상담실, 이용료

무료 (522-1650∼3)

릲동래구양묘장이달라졌어요릳

작은도서관참조은, 도시철도 릫북하우스릮운영맡아

올해말까지온천장역등 5곳

다양한독서굛문화프로그램제공

온천1동 소재 사회적기업인 참조

은다문화 부설 릫작은도서관 참조

은릮이 올해 도시철도 북 하우스

위탁 운영단체로 선정돼 지난달

부터본격운영하고있다.

릫북 하우스릮는 부산문화재단이

생활 속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운

영하는 시설로 온천장역을 비롯

해연산역굛시청역굛중앙동역굛수정

역 등 5곳의 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돼있다.

이곳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

용할 있으며, 이용 시간은 토굛일,

공휴일을제외하고평일오후 1~7

시이다.

특히 온천장역 2번 출구 쪽에

자리하고 있는 온천장역 북 하우

스는 1500권 가량의 도서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인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동래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다.

이들 북 하우스는 매월 신간 소

개와 독서 토론회 등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민

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의 향

기를느낄수있도록하고있다.

배경숙 대표는 릲북 하우스를 작

은도서관으로 활성화해 도서 대

출과 반납은 물론 다양한 독서 문

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등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부산시민들

의 사랑방으로 꾸며 나갈 계획릳이

라고말했다.

작은도서관참조은(558-5629)

12월까지매주마지막주수요일

오후 2~4시…온천천벽천분수대일대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릫찾아가는 자전거 무료 점검릮 활

동을펼쳐좋은반응을얻고있다.

이 점검서비스는 무더위가 절정인 8

월을제외하고지난 3

월부터 12월까지 매

주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4시온천천벽

천 분수대 일대에서

진행되고있다.

스포원 경주운영팀

직원들이 영업용 자

전거, 유압식 고가자

전거는 제외한 구민

들의 자전거 기본점

검은 물론 간단한 부품정비굛교체 작업

을해주고있다.

무료점검일정은 3월 27일에이어△5

월 29일 △6월 26일 △7월 31일 △9월

25일 △10월 30일 △11월 27일 △12월

18일 등 모두 8회이며, 비가 올 경우 취

소된다.

교통과(550-4534)

자전거무료점검서비스

2019 요가굛필라테스프로그램회원모집

(사)동래구체육회에서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요가굛

필라테스프로그램회원을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2019. 5. 15. ~ 모집인원마감까지 (선착순모집)

* 주말및공휴일은접수받지않습니다.

□시간 : 09: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소 : (사)동래구체육회 사무국/동래국민체육센터 2F(미남

로110) 신분증지참하여방문접수

□대상 :동래구거주자(50세 이상)

* 모집인원부족시에는 30세 이상지원가능

□인원 :각 20명

□수강료 :무료 (*시설이용료: 1개 프로그램당 1만원/개인부담

* 시설이용료는수업개강후납부합니다)

□문의 :동래구체육회☎ 553-7330, 556-7330

리듬과함께음악줄넘기회원모집

(사)동래구체육회에서는구민들의건강증진을위하여리듬과

함께음악줄넘기운동을통한다이어트운동회원을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동래구거주 20세이상~65세 이하(열정이가득한분)

□모집기간 : 2019.5.15.(수) ~ 모집인원마감시까지

※ 09:00접수시작→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에

는접수받지않습니다.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수강료 :무료 (시설이용료 10,000원 부담)

□모집장소 : (사)동래구체육회사무국(미남로 110, 동래구국

민체육센터 2층 / 미남역 2번출구)

□접수방법 :신분증지참하여방문접수

□문의 : 동래구체육회☎ 553-7330, 556-7330

다문화가정생활체육교실수강생모집

구분 장소 일시 인원

생활체육교실
(주3회)

리듬
트레이닝

스포츠락커룸
(명륜동
680-30 2층)

2019. 6. 4. ~ 8. 13.
매주 화,목요일
(주2회)

오전 10:00~11:00

20명

패밀리데이
*생활체육교실
수강인원 중 다문
화가정 우선순위

티파니 크루즈관광
유람선+아쿠아리움

2019. 7. 21.(일) 예정 30명

□프로그램안내

※장소및날짜는추후변경될수있음. 수업중간점검출석률

로패밀리데이인원이결정됩니다.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접수안내

○모집대상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55세이하-1964년 이후출생자)

○모집기간 : 2019. 5. 20.(월) ~ 5. 30.(목)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에는접수받지않습니다.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다문화가정 10명 / 일반가정 10명)

○수강료 :무료

○모집장소 : (사)동래구체육회사무실｛동래구국민체육센터

(동래구미남로 110) 2F｝신분증및주민등록등본지참

하여방문접수

○문의 :동래구체육회☎ 553-7330

어린이가안전한세상포스터공모전

□공모기간 : 2019. 4. 24.(수) ~ 5. 31.(금)

※ 31일 소인분까지유효

□참가자격 : 전국초등학생누구나

□참가방법 : 참가신청서작성후작품뒷면에부착하여등기우

편으로제출

□문의 :홈페이지(kca.go.kr/index.do)

한국소비자원위해예방팀☎ 043-880-5425

안락누리도서관 릫평생학습특화센터지원사업릮
대상별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강좌명
대상/
인원

일시 접수일시
재료비
(교재비)

동시랑 동요랑
EQ놀이

6-7세
(20명)

6. 13.~7. 18.
룆총6회룇

매주 목요일
16:00~17:30

뢾온라인 접수뢿
5. 22.(수) 10:00 ~
[선착순 마감]

안락누리도서관
홈페이지→
문화강좌 →
온라인수강신청

문의 550-6914

무료

I love English
초등
1-2학년
(20명)

6. 12.~7. 17.
룆총6회룇

매주 수요일
16:00~17:30

5천원

어린이
건축교실

초등
3-4학년
(20명)

6. 15.~7. 20.
룆총6회룇

매주 토요일
13:00~14:30

2만5천원

우리가 알아야
할 한국사

(조선후기~한국
전쟁)

초등
5-6학년
(15명)

6. 1.~7. 20.
룆총8회룇

매주 토요일
10:30~12:00

7천원

10대굩 영화로
인문학을
만나다

중등
1-3학년
(15명)

6. 11.~7. 30.
룆총8회룇

매주 화요일
19:00~20:30

7천원

질문하며
책읽기, 하브루
타 독서토론

성인
(20명)

5. 23.~8. 1.
룆총10회룇
매주 목요일
10:00~12:00

뢾온라인 접수뢿
5. 3.(금)
10:00 ~

[선착순 마감]
문의 550-6912

무료

요리, 인문학
으로 맛보다: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 쿠킹

성인
(20명)

5. 29.~7. 31.
룆총10회룇
매주 수요일
19:00~21:00

무료

□장소 : 안락누리도서관 1층문화강좌실

□문의 : 안락누리도서관☎ 550-6912

유료광고

동래향교서조선역사굛문화를만나다

화요학습회 릫명륜학습당릮

5월 29일까지선착순모집

동래구는오는 6월한달매

주 화요일 오후 2~4시 동래

향교 명륜당과 유림회관 2

층 강의실에서 동래구 화요

학습회인 릫명륜학습당릮을

개설할예정이다.

명륜학습당은 모두 4회

강의가 진행되며, 3회차까

지는 릫박시백의 조선왕조실

록릮을 집필한 역사만화가

박시백을 강사로 초빙해 조

선 왕들과 인물, 조선의 굵

직한 사건들을 통해 조선

500년 역사를 들여다보고

조선왕조의 리더십을 배워

보는 등 생생한 역사 강의

가진행된다.

마지막 4회 강의는 동래

학춤 예능보유자인 이성훈

강사를 초빙해 동래학춤을

직접배워볼수있다.

접수는 5월 17~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동래구 평생

학습관 홈페이지(http://

LLL.dongnae.go.kr)에서

구민 40명을 대상으로 선착

순으로 모집한다. 수강료

는무료

동래구관계자는 릲명륜학습

당은올해신규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며, 동래향교에서 교생이 돼

학습해보는색다른체험을할

수있다릳고말했다.

평생교육과(550-4464)

주민누구나이용가능

3월부터꼬마원예가체험

시민화원서원예체험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