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뽑은친절공무원

2019년 5월 친절공무원

△염서인(민원여권과) △장문봉

(〃) △김소영(〃) △김정희(〃) △

박혜진(생활보장과) △정영희(청소

과)△김민정(교통과)△이재용(도시

재생과) △임명철(〃) △박상기(건

축과) △강예리(토지정보과) △김민

지(〃) △유미숙(〃) △강민경(보건

행정과) △윤혜영(수민동) △김보미

(〃) △안인수(〃) △신승주(복산

동) △박소희(명륜동) △성현정(온

천1동) △이유림(〃) △박진수(〃)

△이현정(온천3동) △문선희(〃) △

강리예(사직1동) △전원갑(〃) △김

구선(〃) △김현애(〃) △김태인

(〃) △조정민(사직2동) △류정애

(안락1동) △최문정(〃) △박재윤

(〃) △주성희(〃) △박륜지(안락2

동) △김옥실(〃) △박은진(명장1

동) △최재우(〃) △주선영(〃)

이들 중 주민으로부터 가장 추천

을 많이 받은 온천1동 성현정 직원

이이달의친절왕으로선정됐다.

친절공무원은 주민이 전화 또는

방문굛우편, 그리고 동래구홈페이지

릫칭찬합시다릮 코너 등을 통해 추천

한대상자중에서선정된다.

민원여권과(550-4262)

8월 구민정보화교육

□신청기간 : 7월 15일(월) 09:00부터과정별선착순모집

(동래구관내거주초등 4~6학년생)

□신청방법

○전화신청 : 550-4309, 4301~6

○ 홈페이지 : http://www.dongnae.go.kr/lll →

[구민정보화교육신청] → [교육신청]

□유의사항

○교육신청마감후대상자를선정하여, 해당되시는분께만전

화또는문자연락드립니다.

※선정기준 :동래구민뢿 과정별신규자뢿 선착순선정

(타구민, 중복수강자, 신청초과자는대기자로등록)

○컴퓨터기초와인터넷활용은연 2회수강가능, 그외과정중

복수강시대기자로등록

○불참또는 2일이상결석자는 6개월간교육대상에서제외됩

니다.

□문의 : 동래구평생교육과☎ 550-4309

릫주경야독 3-days Class릮수강생모집

※ 1인 1강의만신청가능, 납부한재료비는환불불가.

※ 3회강좌전부참여가능한분만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9. 7. 3.(수)~7. 9.(목), 9시부터(선착순)

○운영기간 : 2019. 7. 10.(수)~7. 31.(수)

○ 대상 :성인, 150여명(동래구민)

○수강료 :무료(단, 재료비일부수강생부담)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원칙, 동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접수☞ (http://LLL.dongnae.go.kr)

○ 문의 :동래구평생교육과☎ 550-4466

□강좌안내(동래구성인대상, 평일저녁 19:00~22:00, 3회 강의)

프로그램명 인원
운영 기간
및 시간

운영 장소 비고

마크라메(홈데코
매듭)숄더가방

15
7/15, 22, 29
(월)

동래풀잎문화센터
(충렬대로 182번길 9)

재료비
2만원

천연캔들 ＆
방향제 공예

10
7/17, 24, 31
(수)

썬샤인공방
(아시아드대로247번

길 35-2)

재료비
2만원

가죽공예 10
7/17, 24, 31
(수)

시싯골어울행복마을
(명서로168번길20)

재료비
3만원

유인균 발효식품
클래스

10 7/17, 24, 31(수)
해피드림 발효아카
데미(석사북로 89)

재료비
3만원

DIY 가구공예
(좌탁테이블)

10 7/17, 24, 31(수)
꿈제작소

(온천천로 293)
재료비
3만원

포슬린(도자기)
페인팅 Art 공예

15 7/17, 24, 31(수)
포슬린페인팅Art스쿨
(충렬대로 450 1층)

재료비
3만원

다과 쿠킹 클래스 10 7/17, 24, 31(수)
이렇게 행복할 슈가
(동래구 충렬대로 388)

재료비
3만원

No오븐 베이킹
클레스 AB반

15 7/12, 19, 26(금)
동래음식나라 조리학원
(충렬대로 238번길 7)

재료비
4만원

커피 체험 클래스
AB반

15 7/12, 19, 26(금)
도트커피 바리스타
(충렬대로 227)

재료비
3만원

와인 클래스 10 7/10, 17, 24(수)
갤러리 공감

(동래로136번길 14)
재료비
4만원

80기 동래문화원문화강좌수강생모집

□운영기간 : 2019년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토굛일요일및공휴일휴무)

□ 개설강좌 : 동래학춤, 한국무용,경기민요, 풍물, 가야금, 댄스

스포츠, 라인댄스, 색소폰, 도자기, 생활영어, 오카리나, 하모

니카, 플루트, 사군자, 산수화, 한문서예, 한글서예, 캘리그라

피(감성수채화) 등 18과목

□수강료 : 3개월 45,000원(교재비및재료비는별도)

※가야금 : 9만원, 도자기, 색소폰, 플루트 : 5만7천원

□문의및접수 :동래문화원사무국☎ 555-1441

※ 반별인원이정원미만일경우에는폐강될수있습니다.

기간 10:00~ 12:00

8. 5.(월)~ 8. 9.(금)
사진편집

8. 12.(월)~ 8. 16.(금)

명장1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시행

□사업및측량개요

○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사업지구명 :명장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위치및면적 :명장동 516-2번지일원(85필지, 14,631㎡)

○ 사업기간 : 2018. 11. ~ 2020. 6.

○ 측량기간 : 2019. 6. 17. ~ 2019. 7. 31.

○ 지적측량수행자명칭 :한국국토정보공사부산동부지사

□문의 :동래구토지정보과☎ 550-4772, 4774

릫동래학숙릮첫입사생격려방문

김우룡 동래구청장은 지난달 31

일 동래구 출신 우수한 인재가 수

도권 대학에서 학업에만 전념하

고있는 릫동래학숙릮첫입사생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서울 홍제동 연합기숙사를 방문

했다.<사진>

이날 김 구청장은 시설을 둘러

본 다음 입사생들과 간담회를 갖

고 입사생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을듣고격려했다.

이어 인근 서대문구청을 방문,

릫찜질방 인문학릮 사업 등 우수 평

생학습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서

대문구청은 명문대학이 밀집된

교육도시로서 제14회 대한민국평

생학습 대상과 2019년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상을수상했다.

동래구는 이번 서울 방문에서

2024년 건립예정인 동소문동 기

숙사에 동래구 출신 학생들이 입

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서대문구청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내년부터

참여가능하도록협의키로했다.

한편 민선 7기 교육 분야 핵심

공약사업인 릫동래학숙릮은 지역 출

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것으로

부산 지자체로선 처음 시행하고

있다.

평생교육과(550-4463)

부산 지자체선처음시행

내년입주시설확대협의중

동래학숙홍제동행복연합기숙사입사생소감문

철저한보안시스템속안심하고학업에전념해

2019년 3월 2일한국사학진흥재단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에 처음 입

사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방학

때 우연히 동래장학회의 릫동래학

숙 지원사업릮을 알게 되어 지원했

습니다. 학교 기숙사 응모에 탈락

한 뒤라서 막막했었는데, 운 좋게

이번에좋은기회를얻게된것같

습니다. 동래학숙 지원사업은 동

래구와 동래장학회에서 올해 수도

권 대학을 다니는 학생 12명을 처

음 선발해 장학금으로 직접 홍제

동과 내발산동에 있는 기숙사 비

용일부를부담해줍니다.

제가 올해부터 생활하고 있는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는 2014년

에 설립되었습니다. 기숙사 방 내

부도 깨끗하고, 부대시설들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숙사는 철

저한 보안과 식당, 그리고 체력단

련실이 최대 장점입니다. 제가 서

울에서 지낼 곳을 구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보안이었습니다.

현재 기숙사는 출입할 때와 층별

계단을 지날 때에도 출입증을 찍

어야 하는 등 보안시스템이 철저

합니다. 기숙사 지하 식당은 하루

세끼 모두 제공되고, 식단 또한

정말 만족스러워 매일 아침은 꼭

챙겨먹고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동래구청

장님께서 직접 기숙사를 방문하

여 학생들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

를 나눌 수 있었고, 집을 떠나 서

울에서 홀로 생활하는 학생들끼

리도 만남의 시간을 가져 좋았습

니다.

서울에서 4년을지내는동안지

금까지 자취, 쉐어하우스 등 살아

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생

활을 하고 있는 것 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동래구에 다시 한 번

정말감사드립니다.

김서영(동래학숙기숙생)

쌈지공원부지활용

안전망굛휴게공간설치

동래구는 온천천 내에서 반려동물

들과 자유롭게 산책하고 야외활동

을 할 수 있도록 릫반려동물 산책놀

이공원릮을 5월말조성했다.

사업대상지는 동래구 사직동

982-3번지 일원으로 온천천 내 기

존 쌈지공원을 활용해 1000㎡ 공간

에반려동물이목줄없이마음껏뛰

어놀 수 있도록 안전망을 설치했으

며 배변봉투함, 태양광 가로등을 설

치해야간에도이용할수있도록편

의시설을갖추고있다.

동래구 반려동물 산책놀이공원에

는 퍼걸러(파고라), 벤치 등 반려동

물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이 쉴 수 있

는 휴게 공간이 마련됐으며, 365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천천을 찾는 구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타

기관 협의를 통해 반려동물 산책놀

이공원주변으로벽화사업을추진할

계획이다. 김우룡 동래구청장은 릲반

려동물 보유 인구가 증가되고 동물

복지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짐에 따

라반려동물산책놀이공원이구민들

의새로운휴식공간으로자리매김할

수있기를기대한다릳고말했다.

녹지공원과(550-6644)

온천천 릫반려동물산책놀이공원릮조성

찾아가는부모교육 릫호응릮

2굛4주 화요일어린이집순회

동래구는지난 22일 안락동소재

우리들어린이집에서 관내 만0-5

세 영유아를둔부모를대상으로

문제행동에 대한 훈육방법에 대

해전문가를초빙한가운데교육

을마련해좋은반응을얻었다.

릫찾아가는 부모교육릮은 보건복

지부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으로 마련되

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매월2굛

4주 화요일 각 동을 순회하며 영

유아보호자를 대상으로 자존감,

안전, 자녀양육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해좋은반응을얻고있다.

주민복지과(550-4892)

총사업비 420억 원확보

수민동상습침수해소기여

동래구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주

관 릫20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대상지구릮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최근

기상 이변으로 전망이 어려운 게릴

라성 집중호우를 대비한 시설물로

호우 시 일시적으로 급증한 우수를

저류해 저지대,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를예방하는시설물이다.

이번에 선정된 릫동래구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릮은 현재 진

행 중인 릫수민어울공원릮 부지 하부

에 3만5000㎥ 규모의 대형 우수저

류조를 설치하며,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총사업비 420억

원 중 국비 210억 원 시비 210억 원

을확보해사업이진행될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래구는 내년에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인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에 착수해

2023년 말완공할계획이다.

한편 수민동 일원은 상습침수지

역으로 2014년 8월 25일 당시 시간

당 53㎜의 호우로 저지대 395동의

주택 및 상가가 피해를 입은 바 있

어이사업이완료되면앞으로수해

예방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건설과(550-4714)

릫2020년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릮대상최종선정

동래구는지난 12일동래문화회관야외공연

장 등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100여 명을 대

상으로 릫소통과행복의힐링워크숍릮을 열었다.

소통과화합의힐링워크숍

상반기공로연수(2019.6.30.)

김광일 기획감사실장

노광섭 녹지공원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