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사업등안내

□수행기관 : 16개 구굛군보건소

□운영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

리사등)

□주요사업 : 정신건강검사, 사례관리, 상담, 교육, 힐링프로그

램운영등

□대상 : 지역주민누구나

□신청방법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우울증 검사

및정신건강선별검사→등록→맞춤형서비스

지원

□문의 : 부산시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888-3345

동래구정신겅강복지센터☎ 507-7306

유료광고

대통령 상. 독일 IENA 상. 부산시장 상 받음
개원 32 주년 좋은 명당 자리에 한번 오세요

아기 이름 . 작명 개명 . 상호 아호 전문
택일 전문 . 일년 신수 . 사주 팔자 전문

동래역 1번출구앞.

♣

♣

작명전문가

YTN방송사

대상 받음

서울신문사

대상 받음

부산사범대학 . 경영대학원

신지식인 . 동양 철학지도사

발 명 특 허 권 8 8 개 취 득

에 디 슨 완 구 . 아 폴 로 대 표

한 국 아 이 디 어 뱅 크 관 장

KBS TV 명사초대석 출연

부산일보 1년 6개 월 글씀

부산을 달린다 1년 생방송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시고오세요

1.

2.

3.

4.

5.

6.

7.

8.

보관유료광고유료광고

※시험일보다원서접수일이 2달빠르므로미리교육신청하세요

유료광고

-치매방문요양도움필요하면연락주세요-

2010/2012/2014/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종합평가

▷보건복지부선정우수교육원(최고등급), 부산시인가제1호교육원

▷한번만에합격하고싶으신분들에게가장알려진교육원

▷(사)정암100세누리취업센터운영으로무료취업지원서비스혜택

정암요양보호사교육원 ☎868-3411

도시철도1호선 시청역1번 출구(부산시청옆)

＊자격증 실버놀이지도사, CEO리더스피치, 민화지도사,
닥종이 조형지도사, 한방꽃차소믈리에, 노인심리
상담사

＊어학 생활영어, 팝송영어, 기적의 영어회화, 일본어, 엔카
일본어

＊음악 김임경노래교실, 실버엔카, 가요랑그룹노래, 양정
클래식 합창단, 본누벨콰이어(합창), 아코디언,
색소폰, 통기타, 한국의장단(장구), 플롯, 오카리나,
하모니카, 우쿨렐레, 가요랑락장구

＊음악
(1:1레슨)

성악, 피아노, 색소폰, 째즈피아노, 오르간, 플롯,
컴퓨터음악

＊미술＆
사진

민화, 사군자와 문인화, 인물과 실용미술, 디지털
사진기초 및 활용, 캘리그라피, 보타니컬아트(꽃
그림), 색연필로 그리는 현대민화, 가족과 함께하는
인물과 창의미술

＊생활교육 시낭송과 언어디자인, 엄마와 함께하는 북적북적
동화나라, 감성소통문화

＊건강
스포츠

조상영의 웃음교실, 댄스스포츠(취미), 체형 힐링
요가, 몸살림운동, 웰빙댄스, 한국전통무용(초급),
피트니스퓨전벨리댄스, 하와이훌라

＊컴퓨터
(IT과정)

스마트폰/컴퓨터/사진기초, 스위시맥스/프리미어,
문서작성/엑셀, 포토샵기초, 실생활컴퓨터/파워
포인트

＊과정 상세내용 - 동서대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양정캠퍼스)

2019년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접수중( ~ 2019. 5. 31. 까지)
교육기간 = 2019. 6. 3.(월) ~ 2019. 8. 31.(토) (12주 과정)
문의전화 =(051) 949-8891~ 2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양정역 2번 출구 앞)

굛일부강좌는 조기마감 될 수 있음.

굛정원 미달 강좌는 폐강될 수 있음.

굛월 1회 백세건강 교실은 매월 접수

(참가비 천원,양정동 주민 우선 접수)

※ 한국음식문화원 과정 : 문의 전화 949-8008

유료광고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 고

신규자 170기
(주간)

07.01-08.09
월~금

09:00~17:20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

국비지원교육 가능

신규자 171기
(주간)

07.29-09.06
월~금

09:00~17:20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72기(야간)

08.22-09.07
월~금

18:30~22:20

유료광고

릫18년의전통릳
굩굩

14일 개소식후본격운영

4개생활동, 치료실등갖춰

아동보호치료시설인 릫새롬아동센

터릮가 온천동에서 지난 14일 개소식

을갖고본격운영에들어갔다.

부산의 대표 아동보호치료시설인

릫새롬아동센터릮는 정서적굛행동적 장

애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

또는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돼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을보호굛치료하는시설이다.

이날 개소식은 경과보고, 내빈

축사,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

행됐으며 폐회 후 내빈들은 센터

내부를 둘러보는 자유라운딩을 가

졌다.

새롬아동센터는연면적 1056.83㎡

규모에 입소아동들이 생활하는 생

활실 4개동을 비롯해 미술굛음악치

료실, 모래놀이치료실, 심리검사 및

상담실, 양호실, 도서실, 프로그램

실 등 다양하게 아동들이 생활하고

치료받을수있는시설을갖췄다.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국장, 임

상심리사, 자립지원요원, 생활복지

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안전관리요원 등 전문인력이 상주

한다.

센터 관계자는 릲6개월간 아동의

보호굛자립굛성장굛치료굛사례관리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며, 심리굛정서행동치료까지

병행해 아동들이 일상생활에 잘 적

응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할

것릳이라고말했다.

주민복지과(550-4901)

아동보호굛치료전문시설 릫새롬아동센터릮개소

30년교육자, 42년봉사자로살았습니다굩

위기에처한대한민국저출산문제

신상아 500명탄생목표로

16년전결혼정보를시작했습니다굩

세계최저출산국위기탈출은결혼이정답이다굩

유료광고

대표전화 557-1368연중무휴 010-4550-3085

위치 :지하철 1호선 동래역 1번 출구 건너편

진성코리아고객궁합,사주, 택일, 감정특별서비스

굩굩굩

아기는나라의보배굩

550-4071광고문의

2018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

1인가구중 60세 이상 1/3차지

부산 1인굛1세대 가구비율지속증가

부산지역 1인굛1세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여성가족개발

원이 발간한 릫2018년 부산여성가족

통계연보릮에 따르면 부산의 1인 가

구 비율은 2000년 13.8％(15만

4237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28.7％(38만8899가구)을

차지했다.

1세대 가구 수도 2000년 11.6％

(13만368가구)에서 2017년 18.6％

(25만1258가구)로 늘었다. 반면 과

거 이상적인 가구형태로 여겨졌던

2세대 가구 비율은 2000년 65.7％

(73만5489가구)에서 2017년

46.8％(63만4011가구)로 크게 감

소했고, 3세대 이상 가구도 2000년

8.3％(9만1698가구)에서 2017년

4.6％(6만2832가구)로 감소했다.

2017년 1인 가구 38만8899가구

중 60대 이상 1인 가구 수는 14만

8747가구로, 전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70.2％

(10만4444가구)였으며, 남성 노인

인구 비율도 2000년 36.5％에서

2017년 43.2％를 차지해 여성 노인

과 남성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맞

춤형복지정책개발이필요한것으

로분석됐다.

또다문화가정의초굛중굛고교학생

수는 2010년에는 1295명이었으나

해마다 300명이상늘어나 2017년에

는 435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0％로,남성(69.8％) 보다 20.8％

포인트 낮았고, 2017년 고용률도 여

성(46.7％)이 남성보다 20.0％포인

트낮은것으로나타났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330-3448)

청년여성창업지원업무협약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친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의 창업생

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된 릫진

로탐색형 청년여성 창업지원 사업릮

의 14명 창업지원자를선정하고 지

난 16일 창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부산

시의 릫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

리사업릮의하나이다.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청년여

성창업자는이날협약을통해여성

친화일자리발굴과부산의여성창

업생태계에 활력을 주기 위해 상호

간협력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창업자들과 여성CEO

네트워크를 구성해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경영안정화와 상호 교

류를 위한 협력테이블을 이어 가기

로했다.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501-8946)

온천천인접 3개구, 합창으로하나되다

동래구옥샘여성합창단공연모습.

동래구굛금정구굛연제구산하 3개 여

성합창단은 지난 22일 오후 7시30

분부터 9시까지 금정문화회관 대공

연장에서 릫제1회 온천천 3구 연합

여성합창제릮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

다.

이번 공연은 온천천으로 이어진

3개 구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주민

들의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로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굛금정구 여

성합창단 연제구 여성합창단의 합

창곡 10곡과 게스트 테너 조윤환의

독창, 동래학춤 공연 등을 선보여

좋은반응을얻었다.

합창단관계자는 릲전석무료로진

행된이번공연은많은주민들이참

여하여동래구굛금정구굛연제구가음

악으로하나되는화합의장이되었

다릳고말했다.

문화관광과(550-4062)

지역사회공헌위해온천천서자원봉사

부킹닷컴(Booking.com)은 지

난 4월 24일 부산시자원봉사센

터와 동래구자원봉사센터와 연

계해 각 지부 35명의 직원들과

함께 온천천시민공원에서 꽃댕

강나무 300그루를 심고 자연보

호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 공

헌활동을펼쳤다.

동래구자원봉사센터(526-1430)

복지위기가구 3세대발굴

■이달의우리동래(東萊)희망지킴이 릫이영숙릮씨(사직3동)

동래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

한 인적안전망 우리동래(東萊)

희망지킴이 중 4월 가장 적극적

으로 활동한 릫이달의 우리동래

희망지킴이릮로 사직3동 이영숙

희망지킴이가 선정됐다. 이영숙

희망지킴이는 복지위기가구 3세

대를 발굴하여 동주민센터에 신

고했으며, 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이 기초수급자로 선

정돼생계곤란을해소하는데도

움을주었다.

■이영숙씨발굴사례

오늘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

다. 며칠전우리집옆으로이사

온 홀몸 어르신이 마음에 걸려

낮에 몇 번 방문했지만, 뵙기가

어려워오늘은아침일찍찾아가

봅니다.

대문을 두드려 뵙게 된 어르신

은 생필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휑한 방에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

다. 어떤사연으로혼자계시는지

여쭤보니, 함께살던자녀가사업

에 실패하여 생활이 어려워지면

서함께있기가불편하고, 눈치가

보여집을나왔다고합니다. 그러

나당장어떻게생활해야될지막

막한심정이라고…. 순간이분을

동주민센터에알려야겠다는생각

에 바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

황을전달합니다. 꼭도움을받으

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혼자

계신 게 걱정되어 수시로 찾아가

볼생각입니다.

이후 복지담당자가 방문 상담

을 하고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각종서비스를 신청 안내하였고,

현재는 국가 지원을 받으며 큰

어려움은넘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난 이웃을 살펴

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길에

서 대파 한두 단 파는 노점상 할

머니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합

니다. 왜 이 찬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계신지, 무슨사연이있는지

궁금해파한단가격을물어보며

자연스레 할머니의 사연을 묻고

듣는게습관이되어갑니다.

잠시만 눈을 돌리면 내 눈빛과

내 질문을 기다리는 이웃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난 우리

동래희망지킴이가되어갑니다.

서영숙주지 릫다도장명인릮인증받아

온천동 금강공원에서 차문화연

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영숙

(진성스님) 칠성암 주지는

릫2019년 제1기 한국무형문화유

산 명인굛명장릮 수여식에서 다도

예절 부문 다도장(茶道匠) 종목

명인으로선정됐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

속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

회는 지난 3월 27일 서영숙(다

도장명인) 등 4명의후보자에게

인증패와인증서를수여했다.

이 협회는 무형문화유산 계승

발전과 후계양성에 노력하는 사

람을 대상으로 후계와 전수자를

추천받아심사를거쳐최종명인

굛명장을선정하고있다.

서영숙 명인은 국내에는 거의

파손됐거나보존을소홀히해구

하기어려운완전한우리고미술

품을 구하기 위해 20여 년간 일

본굛유럽 등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곳을수소문해각고의노력

으로 옛날 다구를 수집하는 등

다도발전에기여한공로로이날

명인패와인증서를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