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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선언문

하나, 우리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나눔을 통해 변화해 가는 

희망과 공존, 창조의 평생학습도시 울산동구를 

만들어 간다.

둘, 우리는
어느 한 시기에 배우는 학습이 아닌 전 생에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평생학습 확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한다.

셋, 우리는
세계최대 조선기업을 비롯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인

대왕암공원과 슬도, 주전몽돌해변 등 산업과 자연, 
사람이 조화된 평생학습도시 동구를 만드는데 
온 정성을 다한다.

넷, 우리는
미래의 반영과 안정,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와 행복 추구를 위해 학습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평생학습도시 울산동구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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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구 일반현황(2016년 12월 기준)

2│평생학습 비전 및 목표

● 인          구 : 총 68,548세대 174,514명

● 면          적 : 36.03(㎢) ※개발제한구역 12.86㎢

● 행 정 구 조 : 9동 228통 1,614반

● 행 정 기 구 : 3국 1실 19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9개동　

● 재 정 규 모 : 240,289백만원 (※재정자립도 24.85%)

   - 일반회계 229,937백만원, 특별회계 10,352백만원

● 교 육 기 관 : 35개교

  -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9개교, 대학 1개교

● 도    서    관 : 22개소 (공공도서관 1개소, 공립작은도서관 4개소, 사립작은도서관 17개소)

● 평생교육기관 : 55개 기관

● 사회복지시설 : 238개소

목     표│

구민의 행복한 학습소리 ! 지역을 만드는 학습이야기

추진전략│

학습기반│

학습기적을 울리는 평생학습도시 울산동구

구민모두
행복한 

배움소리

마을마다
넘치는 

학습이야기

일터에서
활기찬 

재능소리

동구미래
새로운 

내일이야기

평생학습
생활화

평생학습
공동체

평생학습
일자리

평생학습
지역화

행정

구민 기관

동구청 강북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바드래평생학습관 꽃바위문화관

시민단체 도서관 대학 및 학교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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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 선정개요

● 발표일자 : 2016. 6. 13

● 선정기관 : 교육부

● 선정도시 : 7개 도시(30개 신청)

● 지원규모 : 9천만원(선정 당해연도)

●●● 주요성과

ㆍ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4:1의 경쟁률을 뚫고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ㆍ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교육기회 확대

2016 평생학습도시 선정

●●● 추진경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의회결의문 채택

3. 23

전국 발표 및 
면접심사

(청장님 발표)
5. 28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직원 실천다짐대회
4. 1

평생학습도시 선정

6. 13

울산시 예비심사

4. 29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

9. 30

사업신청서 제출

5. 2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10. 8

▶

▶

▶

▶

▶

▶

▶

       ※평생학습도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사회를 만들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ㆍ발전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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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평생학습 주요 추진사업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2월 ~ 12월

● 대     상 : 은퇴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50대 ~ 60대)

● 운영내용 : 은퇴 대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주요성과 

ㆍ기업체와 연계하여 은퇴 이전부터 평생학습을 통한 생애설계 사례와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교육 제공 및 민ㆍ관 협력 모델 구축

ㆍ은퇴자의 개인-가정-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삼위일체의 교육시스템 마련

●●● 운영실적

사업명 일정 내용 인원 장소

평생학습 맛보기, 
미리보는 

Learning life

2. 23 ~ 7. 12
(총 20회)

-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 교육과 연계하여
   재직자 대상, 은퇴 후의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평생학습 활용 사례 교육

1,000명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은퇴자 맞춤 특강

4. 14 ~ 4. 19
(총 4회) 

- 현대중공업 생애설계지원센터의
   은퇴자 대상 취창업 준비 프로그램과 연계, 
   평생학습을 통한 생애설계 사례 안내

14명
현대중공업

생애설계지원
센터

"응답하라 5060" 
5060세대의 

제2의 인생찾기

4. 26 ~ 7. 26
(총 14회) 

- 평생학습을 통한 인생설계 방향 제시
- 학습조합에 대한 개념 소개
- 수원시 평생학습관 '뭐라도 학교' 탐방(6.15)

50명
울산과학대 
평생교육원

"내사랑 삼식이" 
은퇴없는 행복가정 

만들기

10. 12 ~ 12. 21
(총 10회) 

- 은퇴세대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감정코칭 
- 부부상담 관련 명사(이병준) 초청 특강(11.7)
- 부부참여 힐링체험(11.25)

110명
울산과학대 
평생교육원

5060 러닝맨 
꿈 찾기

9. 21 ~ 12 22
(총 15회)

- 은퇴자 재능 발굴 및 사회환원 활동 안내
-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스피치역량 강화 
- 경기도 시흥ㆍ광명 선진지 연수(12. 2 ~ 12. 3)

25명
동구종합사회

복지관

5060 러닝맨(Learning-man)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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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개요

● 기     간 : 2016. 3월 ~ 12월

● 대     상 : 현대패밀리 서부1차 아파트(공모 선정)

● 운영내용 : 주민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주관「2016 울산 평생학습마을학교 지원사업」선정

●●● 주요성과

ㆍ평생학습매니저(마을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ㆍ마을단위의 근거리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주민의 학습편의 확대

●●● 운영실적

구  분 일  정 내   용 인원 장소

힐링요가
(상/하반기)

5. 16 ~ 11. 30 
(총 49회)

다양한 요가 동작, 호흡, 명상을 통해
건강한 심신 만들기

32명 경로당

꽃향기 꽃꽂이
5. 20 ~ 7. 26

(총 10회)
매회 다양한 꽃으로 작품을 만들어 감상 및 전시 13명

입주자대표
회의실

방학맞이
독서교육 특강

7. 26 ~ 7. 28
(총 3회)

학부모 대상 독서교육 지도법 특강 및 
자녀 독서놀이 체험

10명
입주자대표

회의실

추석맞이
한복 공예 특강

9. 9
(총 1회)

추석 맞이 한복 응용 석고방향제 선물만들기 6명
입주자대표

회의실

어르신
노래교실

8. 22 ~ 11. 28
(총 14회)

경로당 어르신 대상 노래 및 레크레이션 교육, 
문화 공연 등

26명 경로당

책놀이지도사(3급)
양성과정

9. 5 ~ 11. 28
(총 12회)

그림책을 소재로 다양한 책놀이 방법 안내 및 
영유아 자녀를 위한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21명
입주자대표

회의실

우리 아이 현명하게 
키우는 학습코칭

10. 25 ~ 11. 29
(총 6회)

자기주도 학습 및 U&I 학습성격 유형의 이해,
자녀와의 대화방법 및 상담 등

12명 
새마을금고 
문화센터

학습포구 마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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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평생학습 주요 추진사업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9. 23. ~ 11. 25. 주1회(총 10회)

● 장    소 : 대송경로당 2층(바드래평생학습관 요리교실)

● 대    상 : 결혼이주여성 20명

● 내    용 : 한국전통 요리교실 및 요리를 통한 재능기부

●●● 주요성과

ㆍ한국의 식문화가 낯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요리 배움을  

 통하여 한국문화 및 지역사회 이해와 적응의 기회 제공

ㆍ대송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등 총2회 재능기부 행사를 가져 세대간 소통과  

 나눔의 기회 제공

●●● 운영실적

회차 운영일자 교 육 내 용 비고

1회 9. 23(금) 통오징어구이, 양배추 베이컨볶음

※20명
수료

2회 9. 30(금) 영양가득 고등어무조림, 좁쌀무깍두기

3회 10.  7(화) 오리훈제 단호박찜, 황태포 도라지무침

4회 10. 14(금) 오삼불고기, 부추명란달걀탕

5회 10. 21(금) 닭살미역국, 단호박불고기, 우엉잡채  ※ 재능기부

6회 10. 28(금) 닭볶음탕, 팽이버섯참치완자전

7회 11.  4(금) 수삼비빔밥, 약고추장

8회 11. 11(금) 단호박불고기, 깻잎찬

9회 11. 18(금) 낙지연포탕, 아삭고추된장무침

10회 11. 25(금) 피망잡채와 꽃빵, 오이닭고기겨자무침 ※ 재능기부

다문화가족 전통요리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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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부모 진로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7. 11 ~ 8. 17 (총 10회)

● 장     소 :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 교육대상 :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등 지역주민 20명

● 운영내용 : 3D프린터 활용법 안내 및 강의 전문가 양성

●●● 주요성과

ㆍ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기술인 3D프린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로의 재진입을 

 필요로 하는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에게 미래 유망산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 제공

ㆍ새로운 직업군으로서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지역민 등을 위한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D프린팅 창의교육강사 양성

●●● 운영실적

회차
운영일자

교 육 내 용 비고
1기 2기

1회 7. 11(월) 8.  8(월)
- 3D모델링 개요 및 종류/툴별 설치방법
- 3D모델링 실습 : 기본명령어1

※18명
  수료

2회 7. 12(화) 8.  9(화)
- 3D모델링 실습 초급예제1,2,3
- 3D모델링 실습 중급모델링

3회 7. 13(수) 8. 10(수)
- 3D스캐너 이론/실습
- STL/G-CODE 파일변환/하드웨어 구성원리 및 운용

4회 7. 18(월) 8. 16(화)
- 3D프린터 출력실습 1,2
- 후가공 이론/캘리브레이션

5회 7. 19(화) 8. 17(수)
- 메인터넌스/오퍼레이팅/자유작품
- 출력물 리터칭 및 수료식



152016 평생교육 추진성과

02 평생학습 주요 추진사업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8. 9 ~ 8. 31 (총 8회)

● 장    소 :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 교육대상 : 지역주민 30명

● 운영내용 : 진로ㆍ진학 코칭 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주요성과 

ㆍ진로코칭, 진학코칭 등의 세분화된 과정을 운영하여 자녀 개별특성에 맞는

 진로설정 및 진학설계가 가능하였으며

ㆍ홀랜드, MBTI, 다중지능 검사 분석 등을 통하여 참가 학부모의 역량을 확인하고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었음

「부전자전」운영 ▶ 부모가 전문가가 되어야 자녀를 전문가로 키운다

●●● 운영실적

회차 운영일자 교 육 내 용 비고

1회 8.  9(화)  ㆍ진로의 의미와 중요성/진로 상담이론

※26명
  수료

2회 8. 10(수)
 ㆍ자기 탐색(다중지능) 검사 및 분석
 ㆍ삶의 나침반, 가치관 바로 알기

3회 8. 16(화)
 ㆍ내일의 내 일(job) - 직업의 세계 이해
 ㆍ창업, 창작이란?/모의 창업 실습

4회 8. 17(수)
 ㆍ최선의 선택, 합리적 의사결정
 ㆍ진로 장벽 뛰어 넘기/올바른 진로계획 세우기

5회 8. 23(화)
 ㆍ자기주도학습의 이해와 중요성
 ㆍ미래인재와 정성적 평가

6회 8. 24(수)
 ㆍ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의 이해
 ㆍ학교생활 속 포트폴리오 작성

7회 8. 30(화)
 ㆍ학교생활기록부 분석
 ㆍ나만의 입시전략 짜기

8회 8. 31(수)
 ㆍ실전 면접 및 평가고사
 ㆍ수료식



16 평생학습도시 울산동구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6월 ~ 12월

● 장     소 :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 참여인원 : 학부모 및 지역주민 700명 정도

● 운영내용 : 학교 및 학부모가 신청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요성과

ㆍ2016년 평생학습도시 추진 사업 중 네트워크 확대 단계의 대표사업으로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간 연계 강화

ㆍ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ㆍ자녀간 유대감 제공 및 

 생활공간 속의 학습 분위기 확산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 운영실적

구분 학교명 운영일자 강의주제

초등
학교

녹수초 6. 22 9. 28 자기주도적 학습코칭, 책놀이를 통한 독서지도법

명덕초 11. 16 (수) 자녀와의 대화법(소통, 부모교육 관련)

일산초 6. 30 (목) 자녀와의 대화법

주전초 6. 16 ~ 7. 21 종이접기 지도법(5회)

화정초 6. 16 ~ 7. 15 종이접기 지도법(5회), 북아트 지도법(5회)

중등
학교

남목중 11. 24 (목)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

대송중 11. 22 (화)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

명덕여중 9. 28 ~ 11. 3
우리아이 함께 가르치는 엄마선생님 되기(2회)
우리아이 독서력 키우는 북아트 지도자과정(4회)

현대중 10. 14 12. 20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청소년 진로 및 학습지도)

현대청운중 8. 23 ~ 12. 6 미술심리상담사(15회),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

화암중 6. 13 10. 31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의 학습코칭 및 진로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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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움과 나눔의 학습문화 확산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4월 ~ 11월

● 대     상 : 관내 주민 및 울산 평생학습매니저 등 72명

● 장     소 : 꽃바위문화관

● 운영내용 : 주민중심의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 주요성과

ㆍ평생학습매니저 중심으로 평생학습박람회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

 - 울산 동구 소리9경 캐릭터를 활용하여 체험도구 제작 등 적극적인 자원활동 참여 

ㆍ학습포구 마을학교 등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사업 추진인력 배출

 - 학습포구 마을학교 매니저 2명, 주민 설문조사 조사요원 10명 등

평생학습매니저 양성

●●● 운영실적

사 업 명 운영기간 강 의 내 용 인원

평생학습매니저
기초과정

4. 28 ~ 7. 21 평생학습의 이해 및 평생학습매니저의 역할 등 19명

평생학습매니저
심화과정

8. 11 ~ 11. 17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평생학습매니저 실무 역량강화 12명

울산 마을학교
평생학습매니저
성과나눔 워크숍

11. 3 평생학습마을학교 사례 연구 및  울산 평생학습매니저 성과 연구
41명

(울산 4개구
매니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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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실적

사 업 명 운영기간 강 의 내 용 인원 비고

노인놀이
치료사(2급)

3. 16 ~ 7. 6
노인 인지기능 향상 및 

질환예방을 위한 놀이치료법
40명

KBS울산 라디오 
방송(2.19)

울산 시정뉴스 방송(7.4)

노인놀이
심리상담사(1급)

8. 24 ~ 12. 14
노인놀이심리상담의 이론 

및 현장실습
21명

전하노인복지관 연계
재능나눔 6회

내 마음속의
하트그라피

8. 18 ~ 12. 12
캘리그라피 전문가 양성 및 

작품전시회 실시
14명

지역아동센터 연계
재능나눔 16회

탈무드영재
창의교육사(3급)

9. 27 ~ 12. 13
창의력 및 사고력 향상을 위한 
수학교구 활용 전문가 양성

23명
진로체험교육 보조강사 

참여(4명)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3월 ~ 12월

● 대     상 : 지역주민 총 98명

● 장     소 : 꽃바위문화관 등 3개소

● 운영내용 :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재능나눔 활동 지원

●●● 주요성과 

ㆍ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평생학습 문화 및 자원활동가 확대

ㆍ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기여

ㆍ관내기관 연계로 실습기회 제공 및 재능나눔 활성화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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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ㆍ총 20회기 동안 문화해설사 및 관광ㆍ영어분야 교수 등의 강사진과 함께 문화해설안내기법  

 커뮤니케이션스킬, 스토리텔러 기법 등의 기본교육은 물론 부산 사하구 '이야기고우니', 

 동구 '초량 이바구길' 등의 마을해설사 특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았음.

ㆍ단순 수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관광부서와 협의하여 동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동구의 문화관광을 알리는데 자원봉사자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9. 6 ~ 11. 17, 주2회 (총20회)

● 장     소  : 동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 교육대상 : 영어 가능한 지역주민 30명 (※수료 24명)

● 운영내용 : 동구의 역사ㆍ환경ㆍ관광자원 및 스토리텔러의 역할 이해, 관광지 영어소개 기법 안내 등

「관광동구 영어스토리텔러 양성」운영

●●● 운영실적

운영일자 강의주제

9. 6(화) 문화해설사의 역할 및 자세

9. 8(목) ~ 22(목)
울산 동구의 관광과 축제
방어진 근대역사문화

9. 27(화) ~ 29(목)
울산동구의 관광명소
슬도명파(동구의 소리9경)

10. 4(화) 현장학습(방어진 근대역사투어)

10. 6(목) ~ 13(목)
해설안내 기법과 스토리텔링
현장학습(슬도 소리체험관 및 해파랑길 투어) 

10. 20(목) 관광해설사 서비스마인드

10. 27(목)
부산시 마을해설사 사례특강 
(사하구 '이야기고우니' 사례와 생태해설기법, 동구 '초량이바구길'로 보는 스토리텔러 역할)

11. 10(목) 관광해설사 커뮤니케이션 스킬

11. 17(목) 응급상황별 대응요령

10.18(화) ~ 11. 22(화) 문화관광 영어(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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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6. 3월 ~ 12월

● 대     상 : 관내 소외계층 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 운영내용 : 2014년도 양성한 정리수납전문가(1급) 중심의 정리수납 재능기부 사업운영

●●● 주요성과

ㆍ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의 질 향상 및 나눔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의 계기 마련

ㆍ지속적인 정리수납 자원활동 기회 제공으로 정리수납활동가들의 활동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

찾아가는 정리수납 서비스

●●● 운영실적

구분 기간 대상 내용 장소 

정리수납
특강

3. 15. ~ 3. 22.
(총 2회)

사회적 취약계층
주부 12명

-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정리수납 재능기부 특강 운영

드림스타트 
강의실

찾아가는 
정리수납
서비스

8. 30. ~ 12. 20
(총 9회)

관내 소외계층 
가정 9곳

※모자가정, 
     차상위가정, 
     위기가정 등

- 소외계층 가정방문 정리수납서비스 지원
- 방ㆍ거실ㆍ옷장ㆍ주방ㆍ베란다 등 
   부분 정리수납 서비스 제공

대상 
소외계층 
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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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4. 23 ~ 5. 28(토요일 13:00 ~ 16:30)    

● 장           소 : 동구청 대강당, 울산대교 전망대, 방어진중학교 운동장

● 참 여 인 원 : 초등학생 및 가족 총 594명(기별 150명 정도)

● 내           용 

 - 미술(공예)체험 : 통나무, 대나무 등을 이용한 조형물 만들기

   - 전통놀이체험 : 새 모이주기, 신뢰 쌓기 놀이, 인간통나무 옮기기 등

● 위탁교육기관 : 아름다운학교 위탁 운영

●●● 주요성과

ㆍ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한 

 배움과 나눔의 학습 공동체 구현 및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 기여

초등학생 가족체험교실

●●● 운영실적

● 기별 운영내역

구  분 1기 2기

일 자 4. 23 4. 30 5. 21 5. 28

참 가 인 원 297명 (학생 146, 부모 151) 297명 (학생 146, 부모 151) 

● 세부 운영 내용

구  분 1일차 2일차

조형활동 가족 장성 만들기, 솟대 새 모이총 대나무 헬리콥터 만들기, 물레방아

전통 놀이체험 염포산 전망대 관람, 새 모이주기 인간 통나무 옮기기, 신뢰 쌓기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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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 기     간 : 2016. 5. 17 ~ 11. 16(총 3회 : 기초과정 2기수, 심화과정 1기수)

● 장     소 : 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참여인원 : 97명(동구 관내 아버지)

● 내     용 : 자녀대화법, 성격유형, 아버지의 역할 등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 위탁(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직접운영 

●●● 주요성과

ㆍ사회생활로 인한 가정 내 소외와 단절의 대상인 아버지들에게 자녀대화법과 

 아버지 역할 등에 관한 코칭교육으로 아버지 역할 정립 및 가족이해와 

 소통을 통한 화목한 가정 조성 기여

「아버지학교」 프로그램 운영

●●● 교육내용

구분 기간 장소 인원 내용

기초과정
1기수: 5. 17 ~ 6. 14
2기수:10.18 ~ 11.16

울산과학대학교/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기수:47
2기수:37

자녀대화법, 성격유형, 
아버지의 역할 등

심화과정 6. 23 ~ 7. 20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
가족문화, 아버지의 역할 등 
“하브루타” 교육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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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6. 4월 ~ 11월

● 대     상 : 50세이상 동구민(중ㆍ장년층)

● 장     소 : 동구 관내 주소를 둔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 사업내용 : 은퇴자 재취업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 공모에 의한 2개사업 선정ㆍ지원

●●● 주요성과

ㆍ인생 100세 시대,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재취업(자격증 취득)의 기회제공

ㆍ바리스타 교육 - 9명 자격증 취득, 정리수납 교육 - 15명 자격증 취득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

●●● 운영내용

프로그램 및 기관명 사업기간 주요내용 지원예산 참여인원

"인생극장"
동구종합사회복지관

4월 ~ 11월 바리스타 교육 (2급 자격증 과정) 3,50만원 10명

"서랍안의 기적"
동구노인복지관

4월 ~ 11월 정리수납 교육 (2급 자격증 과정) 3,50만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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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16. 9월 ~ 12월(총 19회)

● 참여대상 : 지역주민 930명(청소년ㆍ성인ㆍ어르신 등)

● 운영장소 : 작은도서관, 동구노인복지관, 현대주부대학 등 관내 다양한 기관ㆍ단체

● 사업내용 : 인문학 분야 전문강사 초청 강의 및 기관별 희망강좌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인문학」 강좌 운영

●●● 운영실적

연번 신청기관 일시 주제 강사 인원

1
현대주부대학

총동창회
9. 5. (월) 

10:30 ~ 12:30
행복한 관계 만들기

박인옥
(한국교육협회원장)

100명

2
동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9. 9. (금)

10:00 ~ 12:00
"삶의 건축"을 주제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우세진

(울산과학대 교수)
150명

3 동부도서관
10. 8. (토)

14:00 ~ 19:00
나태주의 풀꽃 향기 한줌으로 여는 

인문학 콘서트
구경영 등 3명

(비앤피 프로덕션 대표)
50명

4
동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0. 11. (화) 

10:00 ~ 12:00
100세 시대, THE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신송우

(울들병원 부원장)
30명

5 동구노인복지관
10. 12. (수)

10:30 ~ 12:30
행복한 긍정 리더십

(행복한 삶에 대한 강의)
조돌연

(전국웃음강사협회 대표)

50명

6 동구노인복지관
10. 19. (수)

10:30 ~ 12:30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행복한 삶에 대한 강의)

50명

7
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
10. 28. (금)

10:00 ~ 12:00
100세 인생 

행복하고 건강한 삶
박인옥

(한국교육협회원장)
50명

8 화정동주민센터
11. 1. (화)

19:30 ~ 21:30
“부부행복 내비게이션”

(퇴직 후 행복한 부부관계 교육)
고익준

(교육공동체 아울다 대표)
50명

9 남목작은도서관
11. 5. (토)

10:30 ~ 13:00
행복한 인생,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요가
김정희

(한국요가연합회)
50명

10
울산지역사회
교육협의회

11. 9. (수)
11:00 ~ 13:00

나를 찾아가는 단하5행
김지영

(행복한교육연구소장)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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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ㆍ기관별ㆍ세대별 맞춤형 인문학 강좌 제공으로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

ㆍ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로 주민 밀착형 인문학 문화 확대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연번 신청기관 일시 주제 강사 인원

11
꽃바위

작은도서관
11. 11. (금)

10:00 ~ 12:30
재미있는 글쓰기

행복한 동화 이야기
강순아

(울산문인협회)
30명

12 전하작은도서관
11. 12. (토)  

10:00 ~ 12:30
“동시랑 놀길 참 잘했지”

(동시낭송 및 동시 극)
천애란

(색동회울산지부장)
30명

13
울산지역사회
교육협의회

11. 16. (수)
10:30 ~ 13:00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족 문화
(1기)

정미리
(가족문화연구소장)

30명

14
11. 16. (수)

14:00 ~ 16:30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족 문화

(2기)
30명

15 남목작은도서관
11. 16. (수)

19:00 ~ 21:30
時와 음악이 있는 즐거운 인생

김일호
(어울림음악교실)

40명

16 화정작은도서관
11. 19. (토)

13:00 ~ 15:30
우리아이 독서지도&글쓰기

장세련
(울산아동문학회)

20명

17
남목2동
주민센터

11. 23. (수)
10:00 ~ 12:00

“열린마음, 행복한노년”
인생 100세 시대를 위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고익준
(교육공동체 아울다 대표)

60명

18 남목작은도서관
12. 10. (토)

10:30 ~ 13:00
“창의력 쑥쑥~ 엄마와 함께 

동시 동화나라로”
천애란

(색동회울산지부장)
40명

19
동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2. 13. (화)

10:00 ~ 12:30
"힐링, 스트레스를 부탁해"

박채은
(칼럼리스트)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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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16. 5월 ~ 12월 (총5회)

● 참여대상 : 학습자, 강사, 평생학습 기관담당자 등 평생학습 관계자 334명

● 사업내용 : 평생학습 주요 관계자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역량증진 및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추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운영

●●● 운영실적 

연번 일자 행사명 및  주요내용 강사 인원

1 5. 13
ㆍ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
   - '평생학습으로 보는 동구의 삶' 주제 특강

김성수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대표)

150명

2 7. 28
ㆍ평생학습자원활동가 역량강화워크숍
   - 평생학습자원활동의 중요성 특강 
   - 자원활동가 소개 및 상호교류

박수정
(에듀플랜 이사)

32명

3 8. 19
ㆍ평생교육 운영관계자 워크숍
  -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해 및 네트워크의 중요성' 특강
  - '평생학습 리더십 향상' 주제 특강

전하영
(평생교육비전컨설팅 대표)

전미란
((주)인교육전략연구원 대표)

47명

4 11. 29
ㆍ평생학습 관계자 네트워크 동행 연수
   - 전북 전주시 평생학습관 탐방
   - 한옥마을 스토리텔링 연수

전주시 관계자 35명

5 12. 19
ㆍ평생학습동아리 문화역량 강화 워크숍
  -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의 만남' 주제 특강

이웃음
(국제able21 교육원 대표)

70명

●●● 주요성과

ㆍ다양한 평생학습 관계자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로 평생학습도시 추진협력체제 구축

ㆍ워크숍을 토대로 평생학습 마인드 향상 및 우수사례 소개 등 평생학습 문화 수준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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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1월

● 대     상 :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시설

● 내     용 : 권역별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거점기관

  우수 프로그램선정 및 지원

권역별 평생교육 거점기관 지원사업

●●● 지원현황

연번 지 원 기 관 사  업  명 참여인원

1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PLUS+행복여행 54명

2 효산교육문화연구소 가족이 행복한 인문학 세상 40명

3 동구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여가지원 프로그램 

‘이손으로 두손으로’
10명

4 울산시니어포럼 시니어 지역발전 리더 아카데미 40명

●●● 주요성과

ㆍ권역별 지역특성과 학습요구를 반영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지역특화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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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6년 4월 ~ 12월

● 대     상 :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시설

● 내     용 :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 소외계층 주민에게 제2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 지원

성인문해교육 및 소외계층 교육 지원사업

●●● 주요성과

ㆍ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ㆍ이주여성들의 문해교육으로 한국에 대한 적응력 향상 

구분 운영기관 교육과정 대상 (인원) 비고

구비

(사)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

찾아가는 한글교실
60세 이상

(20명)

성인 문해교육
울산동구종합
사회복지관

문해-위풍당당
55세 이상

(15명)

희망을 나누는 집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성인 한글교실
성인여성
(20명)

시비

울산동구노인복지관

한글반 수업
(초급, 중급) 

60세 이상
(20명)

성인 문해교육

남성독거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풀(full)하우스』

남성독거노인
(20명)

소외계층지원

희망을 나누는 집
결혼이주여성 짝과 함께 배우는 한국어 

방문수업
결혼이주여성

(18명)
성인 문해교육

●●●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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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지원대상 : 동구 관내 학습동아리 18개

● 지 원 비 : 12,000천원

 - 우수 프로그램 : 6개 프로그램 지원

 - 우수 학습동아리 : 12개 동아리 지원

● 지원비 내용

    - 학습활동(강사비, 재료비, 교재구입비) 운영경비

    -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비 

    - 학습내용의 실천 활동(학습결과 발표회 및 전시회비) 경비 등

2016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우수 프로그램 지원

●●● 지원현황

연번
동아리 현황

지원사업
지원액
(천원)동아리명 대표자명

합계 18개 동아리 12,000

소계 6개 (프로그램지원) 6,000

1 울산시니어  풍선동아리 장정자
참사랑집 및 연화양로원 풍선봉사, 

일산해수욕장 청소년 가정 성폭력 예방운동
1,000

2 한얼 춤사위 임지순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1,000

3 동구 춤사위 신영자 전통춤과 작은 음악회 1,000

4 한마음 무용단 민갑선
섬김과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문화예술 활동 

"전통의 멋, 흥, 태"
1,000

5 울산시니어 실버극단한마음 이준걸 “내 나이가 어때서” 연극 1,000

6 대한사협울산지회 김기중 울산 동구 관광사진 전시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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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연번
동아리 현황

지원사업
지원액
(천원)동아리명 대표자명

소계 12개 (동아리운영지원) 6,000

1 메아리합창단 서정주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 500

2 동구민요예술단 김영자 우리문화 전승 및 교육 육성 500

3 그림사랑회 노술용 동아리어울림한마당 수채화 전시 500

4 글샘 강영숙 마음에 동화를 더하다 500

5 행복플러스 정영숙 어르신 치매예방 교육 500

6 동구 학사모 김옥수 아낌없이 주는 인생 500

7 옹달샘 김영혜 인성 교육과 정서 함양을 위한 꿈꾸는 동화마을 500

8 춤추는 난타 이미영 신나게 즐기자 500

9 천 아트 이순자 마음을 전합니다 500

10 게임놀이 전정희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보드게임으로 소통하기
500

11 시니어 민요 조용숙 신명나는 소리한마당 500

12 동구시조학습동아리 정혜란 우리고유 전통문화 계승 500

●●● 주요성과

ㆍ지역 내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학습동아리 육성을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 조성,

 학습동아리 활동 강화 및 재능 나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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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생학습 문화 저변 확대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3월 ~ 10월(매월 1회, 총 7회) ※ 8월 휴강

● 운영일시 : 매월 세번째 주 수요일 14:00 ~ 16:00 

● 장     소 : 동구청 2층 대강당

● 내     용 : 다양한 주제(인문학·음악·예술)별 전문강사 초청

구민교양강좌

●●● 운영실적

구분 강좌일 강사명 강 의 주 제 참여인원 (명)

1강 ‘16.  3. 16 임동진 참다운 인생, 아름다운 세상 310

2강 ‘16.  4. 20 혜민스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800

3강 ‘16.  5. 18 이상용 웃으며 사는 여유있는 세상 500

4강 ‘16.  6. 15 사미자 살수록 행복해지는, 사미자의 짭짤한 삶 이야기 450

5강 ‘16.  7. 20 신영희 신나게 풀어보는 국악 한마당 400

6강 ‘16.  9. 21 이호섭 노래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 500

7강 ‘16. 10. 19 서수남 노래가 있는 서수남의 행복강연 400

●●● 주요성과

ㆍ열린 교육의 장으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민 교양강좌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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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일     시 : 2016. 10. 8.(토) 10:00 ~ 12:00

● 장     소 : 동구청 2층 대강당

● 주     최 : 동구 교육지원과

● 내     용 : 평생학습도시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1.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및 2016 학습동아리어울림한마당 개최

● 2016. 6월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평생 배움을 향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개최 

●●● 주요성과

●●● 운영개요

● 일     시 : 2016. 10. 8.(토) 12:00 ~ 16:00

● 장     소 : 동구청 2층 대강당

● 참가인원 : 500여명

● 주     관 : 동구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2. 2016 학습동아리어울림한마당 개최

● 전시 및 체험관 운영 : 풍선체험, 수채화전시, 커피시음회 등 12개 동아리

●●● 운영실적

연번 동아리명 체험프로그램 연번 동아리명 체험프로그램

1 강강술래 종이접기만들기 7 한마음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2 퀸즈 동아리 팔찌ㆍ한복 방향제 만들기 8 천아트 천ㆍ손수건 그리기

3
동구평생학습 
지원활동가

동구를 담은 에코백만들기 9 캘리그라피 가훈ㆍ예쁜 글씨 쓰기

4 시니어풍선아트 풍선장식 만들기 10 그림사랑회 수채화 전시

5 한마음실버극단 연극소품 체험 11 초목약초회 한방약차 시음회

6
대한사진예술가 

울산지회
사진전시 12 카페야(커피) 커피 시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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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ㆍ평생학습동아리 회원들의 재능과 나눔 한마당 등 평생학습문화 확산 기여

연번 동아리명 공연내용 연번 동아리명 공연내용

식
전

공
연

실버댄스 동구지회 울산시가 체조 1 해피코러스 동구지회 두 개의 작은 별 등 3곡

북치go난타 아리랑/사랑의 트위스트 2 한마음무용단 한량무

행복플러스 건강체조 3
전통무

(꽃바위문화관)
산조춤/사랑무

실버댄스
(전하복지관)

리듬짝/부르스 4 시니어민요 경기 방아타령/뱃노래

5 언제나청춘 리듬짝/부르스 16 현주소리회 영남풍물/짝쇠

6 한얼춤사위 교방장고춤　 17 우리춤 창부타령

7 한마음허브 차차차/룸바/자이브 18 바드래시낭송 온돌방 등 2

8 춤추는 난타 장윤정트위스트 등 2곡 19 시니어난타 윙크/무조건

9 파라다이스 별빛 달빛 라인댄스 20
춤사랑

(전하1동)
해주아리랑

10 옹달샘 호랑이잔칫날/손유희 21 백세요가 요가

11
실버댄스

(꽃바위문화관)
리듬짝/부르스 22 나도야청춘 차차차

12 전통무희단 장고춤 23 시니어무용 도라지춤

13 해조음 웃다리 사물놀이 24 한마음색소폰 나는행복한사람/나는못난이

14 학사모 만리포사랑/홀로아리랑 25 일산가락장구 묻지마세요 등 6곡

15
춤사위

(동구문화원)
우리춤체조(흐르는강) 26 시니어풍물 영남풍물/짝쇠

● 동아리 발표  : 풍물, 합창, 연극, 댄스 등 30개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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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개요

● 기     간 : 9. 22(목) ~ 9. 25(일) 

● 장     소 : 경남 거창군 일원

● 참여내용 : 홍보관 및 체험강좌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회원 견학, 동아리 공연 등

●●● 주요성과

●  평생학습도시 증서 및 동판수여
●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부스 운영 및 우리구 연극 동아리 공연 참가 등 동구 평생학습 위상 제고
●  평생학습동아리 회원(80명) 견학으로 주민 대상 평생학습 인식 확대

1.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주요성과

●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으로 주민이 만드는 학습축제 실현
● 관내 기관ㆍ동아리 등 5개 부스 운영, 10개 공연팀 대회 참가(장려상 2, 우수상 1)

●●● 참가개요

● 일     시 : 9. 30(금) ~ 10. 2(일)

● 장     소 :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일원

● 참가내용 : 홍보관 및 체험강좌 운영 및 학습동아리 공연 등 

2. 제4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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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일     시 : 2016. 10. 21.(금) ~ 10. 22.(토)

● 장     소 : 동구청 앞 광장

● 참가인원 : 5,000여명

2016 울산동구 북페스티벌 개최

●●● 운영내용

구  분 진  행 내   용

북잼콘서트 김용택 시인 & 해바라기 가수 작가와의 대화, 시음악회 

북토크
추정경 소설가 책으로 여는 벙커

박태준 여행작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

동구선비 과거시험 100명 (어린이과 60, 청소년과40) 시짓기 백일장

기타

상설공연 인형극, 음악공연 등

소공연 빅북공연, 책놀이, 동화구연 등

체험부스 운영 도서관련 체험부스 운영 등

●●● 주요성과

●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구성으로 단체 및 가족단위 참여 유도

● 조선시대 유생차림으로 시짓기 백일장을 개최하여 구민의 호응도 높음

● 상설공연, 소공연, 부스(기획ㆍ체험ㆍ전시)운영으로 참여형 행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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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6. 1월 ~ 12월

● 대     상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 누구나(무료)

● 지원내용 

   - 평생교육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온라인 사이버 평생학습 콘텐츠 제공)
   - 평생교육 강사인력뱅크 운영 및 학습동아리 등록
   - 평생교육 시설(꽃바위문화관, 바드래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안내 등

동구 평생학습포털 운영  http://www.donggu.ulsan.kr/edu

● 기     간 : 2016. 1월 ~ 9월

● 운영과목 

※2017년 이후부터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사이트 연계 운영

●●● 사이버평생학습

전 문 직 무 비즈니스 스킬 리 더 십 컬쳐&라이프 OA & 외국어

ㆍ 경영 / 전략
ㆍ 재무 / 회계
ㆍ 마케팅 / 영업
ㆍ 생산 / R&D
ㆍ 인사 / 조직
ㆍ 법무 / 법정
ㆍ 금융
ㆍ 중국 Biz

ㆍ  기획력
ㆍ 사고력
ㆍ 문제해결
ㆍ 커뮤니케이션
ㆍ 프리젠테이션
ㆍ 네트워크

ㆍ 셀프리더십
ㆍ 리더십 일반

ㆍ 재무설계 / 재테크
ㆍ 문화 / 교양
ㆍ 웰빙
ㆍ 창업 / 취업

ㆍ OA
ㆍ 영어
ㆍ 일본어
ㆍ 중국어

●●● 주요성과

●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프로그램 관련 네트워크 구축
● 지역주민 대상 온라인 시스템의 편리한 학습서비스와 더불어 대상별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
● 지역 내 평생교육 강사 및 학습동아리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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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생활영어마을 조성사업

●●● 운영개요

● 기     간 : 2016년 3월 ~ 11월 ※ 월 2회, 총 16회 (※ 2015년 9회 운영)

● 일     시 : 토요일 13시 ~ 15시(매월 1회, 2시간씩 진행)

● 장     소 : 울산과학대학교 국제교류어학센터

● 대     상 : 유아 및 초등 저학년

● 참 가 비 : 1인당 8,000원(저소득층학생 무료)

● 운영내용 : 매월 주제별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 주요성과

● 영어권 국가의 문화와 환경체험 기회 제공 및 외국어 능력향상 도모
● 조기 영어 체험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 해소

영어광장 운영

●●● 운영실적

● 참가인원 : 총 1,975명

● 운영방법 : 12개 체험코너 편성 및 운영

● 교육내용

회차 일자 교 육 내 용 회차 일자 교 육 내 용

1 3. 26 St. Patrick's Day 8~10 8. 27 Indian Summer Camp

2 4. 9 April foo's Day 11 9. 10 Harvest Day

3 4. 23 Happy Easter 12 9. 24 Fall Festival (Chinese Fullmoon Day)

4 5. 28 Spring Festival 13 10. 15 Columbus Day

5 6. 11 Fathe's Day 14 10. 29 Halloween

6 6. 25 Sports Day 15 11. 12 Thanksgiving Day(American)

7 7. 16 Independence Day 16 11. 26 Earl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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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6. 9. 28(수) 

● 장     소 : 울산 동구청 2층 대강당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 및 학부모 300명 정도

● 내     용 : 영어퀴즈대회 및 영어체험공간 운영

●●● 주요성과

●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행사 개최로 지역사회 자긍심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쉽게  다가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지원

꿈을 키우는 영어놀이 한마당 개최

영어동화책 사전배부 및 읽기

● 기    간 : 7. 4 ∼ 9. 28  ● 대상 및 수량 : 참가자 전원, 1인당 2권

● 배부책자 : 주토피아(Zootopia), 어린왕자(The Little 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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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6. 1. 25 ~ 1. 29 (4박 5일)

● 장     소 : 대구경북영어마을(경북 칠곡)

● 대     상 : 동구 거주 초등 4~6학년, 86명(저소득 학생 16명 포함)

● 강 사 진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 선말 원어민 교사

● 내     용 : 수준별, 체험 위주 영어교육

● 운영방법 : 위탁운영(기숙형 캠프)

●●● 운영실적

● 총 86명 참여(※ 85명 수료)

●●● 주요성과

●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미국 현지 학교의 수업과정을 체험하여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단기어학연수 효과로 참여자의 만족도 높음
● 영어체험활동 및 원어민과 함께하는 교육기회 확대로 영어 학습에 대한 자발적 동기 부여
● 영어 노출 기회 확대로 영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문화의 다양성 이해 

방학 영어캠프 운영





03  평생학습기관 운영
1│바드래평생학습관

2│꽃바위문화관 운영

3│작은도서관 운영

4│청소년진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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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드래평생학습관 운영

●●● 학습관 개요

● 위    치 : 동구 진성8길 91번지(바드래평생학습관 2층) 

  - 최초개원일 : '99. 2. 24(전하2동주민센터 2층)

  - 장소이전 : '10. 4. 15

● 시설규모 : 지상 2층, 건축연면적 342.6㎡

● 총 수료인원 : 34·35기 과정 1,106명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남ㆍ여 누구나

● 운영방법 : 연 2회 운영(5개월/1기)

● 제1차(34기) : 2. 1 ~  6. 30(5개월)

● 제2차(35기) : 7. 1 ~ 12. 31(5개월) ※ 8월 방학

● 수 강 료 : 1만원/1만5천원(재료비 본인부담)

●●● 운영내용

● 운영과목ㆍ수료생ㆍ강사현황

강좌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료인원

계 34기 35기 계 34기 35기

계 1,106 529 577 863 421 442

한ㆍ중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박기숙 16 16  - 12 12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박기숙 26 - 26 19 - 19

손님상차리기반 박기숙 20 - 20 19 - 19

밑반찬 창업반 박기숙 51 27 24 42 22 20

양식기능조리사 자격증반 박기숙 10 10  - 9 9 -

남성한·중식조리사반 옥순자 46 21 25 39 17 22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격증반 정도경 51  27 24 40 23 17

미술심리상담사 1급자격증반 정도경 15 15 - 12 12 -

아동 창의요리 지도사 자격증반 김미숙 35  19 16 1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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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료인원

계 34기 35기 계 34기 35기

캘리그라피 2급자격증반 전은의 51 26 25 37 23 14

정리수납 2급자격증반 이윤정 52 29 23 38 23 15

토탈생활공예 창업ㆍ자격증반 김지원 10 10 - 9 9 -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자격증반 오정민 44  21 23 37 17 20

힐링타로 상담사 자격증반 손금숙 55 26 29 48 21 27

학습코칭 & 진로지도사자격증반 이예령 37  21 16 25 16 9

금융 & 부동산자산관리반 최기성 52  28 24 39 21 18

조경수 재배 관리 유병빈 43  22 21 30 14 16

들꽃자수 자격증반 김정임 13  - 13 10 - 10

들꽃자수 기초반 김정임 45  26 19 41 25 16

천에 핀 양생화반 권미자 20  - 20 17 - 17

연필정밀화 반 윤선미 11  - 11 5 - 5

힐링타로 상담사 리딩반 손금숙 13  - 13 13 - 13

북아트 지도자 자격증반 김미정 23 12 11 16 8 8

종이접기 지도자 자격증반 김지숙 35  17 18 31 14 17

손뜨개인형 & 리본자격증반 이옥희 29  16 13 24 11 13

다문화가정 가족상담사 자격증반 황선정 40  20 20 24 15 9

전각, 수제도장만들기반 전은의 20  - 20 15 - 15

패션디자인 & 기능사자격증반 박영자 53  26 27 44 21 23

홈패션 기초반 박정이 45 26 19 36 24 12

홈패션 기초반(B) 박정이 31  17 14 24 13 11

홈패션 창업반 김정연 38  19 19 31 15 16

내아이 의류만들기 이현정 40 15 25 30 13 17

의류 리폼ㆍ수선 창업반 이현정 36 17 19 28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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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생 취ㆍ창업현황

강좌명 
자격증 취득 취업

(창업)
자격구분

계 34기 35기

계 227 131 96 4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10 6 4 -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반 11 11 - -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반 20 11 9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아동창의 요리지도사 자격증반 13 7 6
3

(1/2,강사)
아동 창의 

요리지도사 자격증

캘리그라피2급 자격증반 9 7 2 - 캘리그라피2급 자격증

정리수납2급 자격증반 12 8 4 - 정리수납2급 자격증

토탈생활공예 자격증반 5 5 - - 토탈생활공예 자격증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자격증반 24 9 15 -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자격증

힐링타로 상담사 자격증반 28 10 18
1

(개업)
힐링타로 상담사 자격증

학습코칭&진로지도사
자격증반

29 22 7 - 진로상담사 2급

7 - 7 - 학습코칭 지도사 2급

종이접기 지도사 자격증반

8 5 3 - 어린이 지도자

7 3 4 - 초급자격

4 - 4 - 사범지도자과정

북아트 지도사 자격증반 10 7 3 - 북아트 지도사 자격증

손뜨개인형 자격증반 1 1 - - 손뜨개인형 자격증

다문화가정 가족상담사 자격증 29 19 10 - 다문화가정 가족상담사 자격증

● 창업과 취업지원 및 자격증 취득 위주의 여성의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

●●●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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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꽃바위문화관 운영

●●● 문화관 개요

● 위    치 : 울산 동구 문현3길 6(방어동)

     ※ 개관일 : 2011. 6. 28.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2,554.89㎡

● 시설현황

ㆍ지하1층 : 주차장

ㆍ1층 : 사무실, 방어동 제2민원실, 작은도서관, 곰솔카페, 

         키즈카페

ㆍ2층 : 평생교육실, 교육실, 차밍룸, 샤워실, 갤러리실

ㆍ3층 : 다목적공연장, 동아리방1, 동아리방2 

●●● 운영개요

● 문화강좌 :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성인·유아교육 등 60여개 운영

  - 강좌기간 : 3개월 12주 과정(분기별 진행)

  - 수강신청 : 연중(정원 마감 시까지)

  - 모집방법 : 방문, 전화 및 인터넷(http://yes.ulsan.go.kr)

● 기획공연 : 아동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유치(월 1회 이상)

● 시설대관 : 다목적공연장(157석), 평생교육실(60석), 교육실(30석)

●●● 문화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 문화강좌(2016. 4/4분기 기준) 

분야 문화강좌 강사명 강좌 일시 수강료(원) 정원(명) 수강인원(명)

계 63 948

스포츠 
건강

(12개)

테라피요가 조희숙 월ㆍ수 10:00  ~  10:50 60,000/3개월 30 28

필라테스 구진옥 월ㆍ수 20:00  ~  20:50 60,000/3개월 30 30

에어로빅 구윤정 월ㆍ수 19:00  ~  19:50 60,000/3개월 30 12

건강학춤 박영옥 월ㆍ목 11:00  ~  11:50 60,000/3개월 30 15

다이어트파워요가 정지영 화ㆍ목 09:00  ~  09:50 60,000/3개월 3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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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화강좌 강사명 강좌 일시 수강료(원) 정원(명) 수강인원(명)

스포츠 
건강

(12개)

댄스스포츠&웰빙댄스 홍금진 월ㆍ수 09:00  ~  09:50 60,000/3개월 30 18

임산부요가 박명순 수ㆍ금 11:00 ~ 11:50 60,000/3개월 30 13

다이어트건강요가 박명순 화ㆍ목 19:00 ~ 19:50 60,000/3개월 30 30

이브닝테라피요가 조희숙 화ㆍ목 20:00 ~ 20:50 60,000/3개월 30 33

줌바댄스 이유승 화ㆍ목 12:20 ~ 13:10 60,000/3개월 30 20

유아
(16개)

플레이위스퍼 A 김진미 월 09:50 ~ 10:30 45,000/3개월 12 11

플레이위스퍼 B 김진미 월 10:40 ~ 11:20 45,000/3개월 12 11

플레이위스퍼 C 김진미 월 11:30 ~ 12:10 45,000/3개월 12 11

플레이위스퍼 D 김진미 월 12:20 ~ 13:00 45,000/3개월 12 13

아기놀이터 A 김진미 월 13:10 ~ 13:50 45,000/3개월 15 13

아기놀이터 B 김진미 월 13:50 ~ 14:30 45,000/3개월 15 14

뮤직가튼 A 정조희 화 12:20 ~ 12:50 45,000/3개월 12 11

뮤직가튼 B 정조희 화 13:00 ~ 13:30 45,000/3개월 12 11

뮤직가튼 C 정조희 화 13:40 ~ 14:10 45,000/3개월 12 13

뮤지컬영어 A 송경옥 월ㆍ목 17:00 ~ 17:40 60,000/3개월 12 10

뮤지컬영어 B 송경옥 화ㆍ수 17:00 ~ 17:40 60,000/3개월 12 8

미술에 날개달자 A 김민정 금 16:30 ~ 17:10 45,000/3개월 15 12

미술에 날개달자 B 김민정 금 17:20 ~ 18:00 45,000/3개월 15 7

아이클레이 문수연 화 17:00 ~ 17:50 45,000/3개월 15 16

맘&베이비-노부영 김종순 월 16:00 ~ 16:40 45,000/3개월 12 12

유아영어-노부영 김종순 월 17:00 ~ 17:40 45,000/3개월 12 12

성인
교육
(9개)

성인POP＆폼아트 김지혜 금 14:00 ~ 15:50 60,000/3개월 20 3

한지공예 황채원 목 14:00 ~ 16:00 60,000/3개월 20 5

기초생활영어 김점순 화ㆍ목 10:00 ~ 10:50 60,000/3개월 15 16

드라마영어 김점순 화ㆍ목 11:00 ~ 11:50 60,000/3개월 15 10

패턴생활영어 김점순 월 19:00 ~ 20:30 60,000/3개월 15 7

생활그림 천아트 이영림 수 14:00 ~ 15:30 60,000/3개월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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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화강좌 강사명 강좌 일시 수강료(원) 정원(명) 수강인원(명)

성인
교육
(9개)

원어민일본어회화(초급) 고바야시 화ㆍ목 19:00 ~ 19:50 60,000/3개월 15 9

원어민중국어 김명석 화ㆍ목 20:10 ~ 21:00 60,000/3개월 15 12

원어민생활영어(중급) 마리아 월ㆍ수 19:00 ~ 20:30 90,000/3개월 15 15

문화
예술

(16개)

유화 최병화 월 13:00 ~ 15:00 60,000/3개월 13 6

서양화 최병화 월 15:30 ~ 17:30 60,000/3개월 15 6

직장인 서양화 김현숙 월 19:00 ~ 21:00 60,000/3개월 15 4

서예 박화자 화 10:00 ~ 11:50 60,000/3개월 20 18

기타교실 옥영미 화ㆍ목 16:00 ~ 16:50 60,000/3개월 20 14

직장인 기타교실 옥영미 화 19:00 ~ 20:30 60,000/3개월 20 16

우쿨렐레 & 플룻(주간) 김옥희 목 10:30 ~ 12:00 60,000/3개월 15 9

우쿨렐레 & 플룻(야간) 김옥희 목 19:00 ~ 20:30 60,000/3개월 15 15

문인화 김귀섭 수 10:00 ~ 11:50 60,000/3개월 20 5

노래교실 김규리 목 14:00 ~ 15:20 30,000/3개월 50 26

어린이드럼교실(초급) 정성채 화 17:00 ~ 17:50 75,000/3개월 7 7

성인드럼교실 A 정성채 화 18:00 ~ 18:50 75,000/3개월 7 7

성인드럼교실 B 정성채 화 19:00 ~ 19:50 75,000/3개월 7 7

사물놀이 양동위 월ㆍ목 14:00 ~ 15:20 30,000/3개월 25 12

한국무용 임지순 월ㆍ목 15:40 ~ 16:30 30,000/3개월 30 10

실버가락장구 이영순 월ㆍ목 10:00 ~ 10:50 30,000/3개월 15 14

토요
강좌
(7개)

어린이 기타교실(초급A) 옥영미 토 11:10 ~ 12:00 45,000/3개월 20 14

어린이 기타교실(초급B) 옥영미 토 12:10 ~ 13:00 45,000/3개월 20 14

어린이 주산수학교실 A반 박영례 토 10:00 ~ 10:50 45,000/3개월 20 7

어린이 주산수학교실 B반 박영례 토 11:00 ~ 11:50 45,000/3개월 15 14

요리공예(초등) 문수연 토 12:00 ~ 12:50 45,000/3개월 15 14

원어민생활영어(초급) 마리아 토 10:00 ~ 11:30 60,000/3개월 15 9

방송댄스(초등) 장정미 토 10:00 ~ 10:50 45,000/3개월 30 27

협약
프로
그램
(3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민들레 토 10:00 ~ 12:00 무료 25 25

꿈꾸는 토요예술산책 심미란 토 13:00 ~ 16:00 무료 160 9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김홍숙 월ㆍ수ㆍ금 10:00 ~ 13:00 무료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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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전통놀이체험

연번 전통놀이명 체험일시 참여인원(명)

총계 11회 223

1 네둠벙놀이 ‘16. 2. 20. (토) 14:00 21

2 알까기 ‘16. 3. 19. (토) 14:00 37

3 안경놀이 ‘16. 4. 23. (토) 14:00 11

4 비석치기 ‘16. 5. 21.(토) 14:00 18

5 십자놀이 ‘16. 6. 18. (토) 14:00 17

6 오징어놀이 ‘16. 7. 23. (토) 14:00 28

7 고누놀이 ‘16. 8. 27. (토) 14:00 17

8 달팽이놀이 ‘16. 9. 24. (토) 14:00 12

9 사방치기 ‘16. 10. 29. (토) 14:00 17

10 딱지치기 ‘16. 11. 19. (토) 14:00 28

11 윷놀이 ‘16. 12. 17. (토) 14:00 17



492016 평생교육 추진성과

03 평생학습기관 운영

연번 공연명 공연단체명 공연일시 관람인원

총계 20회 2,262

1 모던 Jazz 콘서트
모던사운드 재즈빅밴드 & 

재즈보컬 이하실
‘16. 3. 19. (토) 17:00 75

2 토끼야! 용궁가자 극단 토마토
‘16. 3. 29. (화) 

10:00, 11:00 (2회)
295

3 꼬마오즈 장자번덕
‘16. 4. 19. (화) 

10:00, 11:10 (2회)
147

4 듣고싶다 7080콘서트 Sweet Way 밴드 ‘16. 4. 23. (토) 17:00 80

5
오월의 앙상블 '윤혜성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
콘체르티노 앙상블 ‘16. 5. 21. (토) 17:00 89

6 일루젼 매직쇼 S2매직 엔터테인먼트 ‘16. 6. 11. (토) 17:00 157

7 신바람나는 국악한마당 울산농악보존회 ‘16. 6. 21. (화) 10:00 70

8
콘체르티노 앙상블과 

함께하는 교과서음악회
콘체르티노 앙상블 ‘16. 7. 23. (토) 17:00 96

9 불효자
한마음실버극단

‘16. 8. 29. (월) 19:00 100

10 ‘콩쥐야 머하니?’
‘16. 10. 18. (화) 

10:00, 11:00 (2회)
196

11 코믹매직 콘서트 루팡매직 ‘16. 10. 22. (토) 17:00 144

12
고3 수험생을 위한 

국악한마당
울산농악보존회 ‘16. 11. 30. (수) 10:30 199

13 뮤지컬 ‘젊음의거리’ 극단무
‘16. 12. 3. (토) 

14:00, 19:00 (2회)
148

14 마임&일루젼매직쇼 S2매직 엔터테인먼트 ‘16. 12. 17. (토) 17:00 164

15 짧은 귀 토끼 극단 토마토
‘16. 12. 20. (화)
10:00,11:00 (2회)

302

●●● 문화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 기획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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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상설공연

연번 공연명 공연단체명 공연일시 관람인원

총계 21회 1,690

1
혜화동 및 하이든의

세레나데
음악스쿨

(동구청음악동호회)
‘16. 5.  4. (수) 19:00 30

2 시민위안음악회 러브뮤직 색소폰 ‘16. 5. 11. (수) 19:00 45

3 마당극 외 6작품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 ‘16. 5. 18. (수) 19:00 80

4
별 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얼씨구 좋다

락(樂)드림 ‘16. 6.  1. (수) 19:00 103

5
팝페라 가수 '문지훈'의 

희망나눔콘서트
문지훈 ‘16. 6.  8. (수) 19:00 151

6 시니어예술단 공연 시니어예술단 ‘16. 6. 15. (수) 19:00 100

7 영남농악과 짝쇠 등 9개작품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 ‘16. 6. 22. (수) 19:00 125

8 꽃방하모니 꽃방하모니 ‘16. 7.  6. (수) 19:00 103

9 사랑나눔 콘서트 예술문화 복지사협회 ‘16. 7. 13. (수) 19:00 42

10
우리 것으로 만든 오카리나 

콘서트
장상익 오카리나 ‘16. 7. 20. (수) 19:00 91

11 소리꽃 함뿍 담아.. 국악동인 休 ‘16. 8. 17. (수) 19:00 40

12
동구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정기공연
동구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16. 8. 24. (수) 19:00 120

13 고은아,나하나 미니콘서트 고은아,나하나 ‘16. 9.  7. (수) 19:00 75

14 평생학습동아리공연 평생학습 동아리엽합회 ‘16. 9. 21. (수) 19:00 70

15 전통춤의 멋·흥·태
김남준

한국전통무용단
‘16. 10.  5. (수) 19:00 80

16 국화꽃이지기전에 꽃방하모니 ‘16. 10. 12. (수) 19:00 65

17 평생학습동아리공연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 ‘16. 10. 19. (수) 19:00 100

18 노래와춤의향연 김영자 국악원 ‘16. 11.  2. (수) 19:00 75

19 라틴재즈 공연 사누스 ‘16. 11.  9. (수) 19:00 60

20 희망나눔콘서트2탄  문지훈 ‘16. 11. 16. (수) 19:00 70

21 울산국악실내악단 소리샘 울산국악실내악단 소리샘 ‘16. 11. 23. (수) 19:0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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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영화상영

연번 구분 상영작 상영일시

총계 13회

1

여름·겨울
방학특선 무료영화

(7회)

빅히어로 ‘16. 1. 6. (수) 14:00

2 오즈의 마법사 ‘16. 1. 13. (수) 14:00

3 부니베어 ‘16. 1. 20. (수) 14:00

4 슈퍼배드 2 ‘16. 7. 27. (수) 14:00

5 인사이드아웃 ‘16. 7. 27. (수) 18:30

6 미니언즈 ‘16. 8. 10. (수) 14:00

7 뮨:달의요정 ‘16. 8. 17. (수) 10:30

8

문화가있는날 무료영화
(6회)

국제시장 ‘16. 1. 27. (수) 18:30

9 러브레터 ‘16. 2. 24. (수) 18:30

10 해적 ‘16. 3. 30. (수) 18:30

11 어벤져스 ‘16. 4. 20. (수) 18:30

12 헬프 ‘16. 5. 25. (수) 18:30

13 연평해전 ‘16. 6. 29. (수) 18:30

●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연번 공연명 공연단체명 공연일시 관람인원

총계 8회 1,142

1 프레임 : 상상 프레스티지쇼 ‘16. 4. 27. (수) 19:00 150

2 명랑토끼 만만세 극단 성시어터라인 ‘16. 5. 25. (수) 11:00 170

3 버블버블 매직쇼 루팡매직 ‘16. 7. 27. (수) 10:30 165

4 동화로 떠나는 음악여행 콘체르티노 앙상블 ‘16. 8. 31. (수) 19:00 170

5 창작소리극 "심청-꽃의길" 국악동인 휴 ‘16. 9. 28. (수) 19:00 90

6 Music story in Movies 콘체르티노 앙상블 ‘16. 10. 26. (수) 19:00 140

7 국악과 인디밴드의 그린나래콘서트 국악동인& 룬디마틴 ‘16. 11. 30. (수) 19:00 100

8 샌드애니메이션 루팡매직 ‘16. 12. 28. (수) 19:0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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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관 명 규  모 장서수 등록회원 열람석 개 관 일 특  성

남목작은도서관
(남목1동주민센터 2층)

178.8㎡
17,645

(DVD 875)
5,544 27석 2010. 2. 5 청소년

전하작은도서관
(바드래평생학습관 1층)

336㎡
19,966

(DVD 763)
5,378 34석 2010. 7. 1 다문화

화정작은도서관
(화정동주민센터 1층)

107.8㎡
16,599

(DVD 776)
5,875 20석 2009. 2. 24 어린이

꽃바위작은도서관
(꽃바위문화관 1층)

216㎡
22,381

(DVD 497)
4,470 35석 2011. 6. 28 어린이

3│작은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현황

●●● 도서관 이용안내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 이용시간 : 10:00 ~ 18:00

● 대출권수 : 1인 3권이내(DVD포함)

● 대출기간 : 14일(1회 연장가능, DVD는 불가) 

● 회원가입 : 울산광역시 주민, 동구소재 직장인, 학생 등

    (※ 회원가입 시 신분증 지참) 

● 회원가입시 공립작은도서관(4개소) 전체 이용가능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donggu.ulsan.kr

※ 전하작은도서관 다문화 도서 : 7개 국어 2,916권(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태국, 필리핀, 영어)

●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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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작은도서관

● 상설프로그램

 - 창의 활동과 함께하는 빛그림 공연 : 매월 4주 토요일 11:00

  - 청소년 재능기부: 과학놀이 등, 매주 토요일 11:00 (모자열람실)

● 상ㆍ하반기 문화프로그램

 - 두뇌계발 보드게임 : 매주 화요일 15:00

 - 초등 한자 : 매주 수요일 15:00

 - 우쿨렐레 연주 성인반 : 매주 목요일 10:00

 - 어린이 오카리나 : 매주 금요일 15:00

 - 엄마표 독서지도 : 매주 목요일 10:30

 - 어린이 중국어 회화 : 매주 토요일 14:00

 - 중국어 회화 성인반 : 매주 화요일 10:30

● 방학특강 프로그램

 - 창의 독후활동, 도서관 여름캠프, 초등 수학 맛보기

 - 창의 역사 교실, 미니 장승 만들기 등

●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 도서관은 내친구 : 매주 화요일 10:30 (사전신청 20명 이내)

● 복지시설 순회문고 

 - 분기별 1회 : 회별 60여권 도서 대출

● 학습동아리 운영

 - 생활소품 꽃자수반(독서모임 '그립통' 사이 쉼표추가)

 - 독서모임 : '그아이', '책놀이', '그림통', '어린이 독서회' 등 

● 특별프로그램

 - 작가 만남, 인형극 공연, 작은 음악회, 인문학 특강, 책놀이

 - 청소년 토요 문화학교 '소풍' 창의 놀이 프로그램

 - 2016동구 북페스티벌 '청춘 만화방', '동화에 동화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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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작은도서관

● 상설프로그램

 - 주제별 도서 전시

● 상ㆍ하반기 문화프로그램

 - 아이클레이 : 매주 화요일 16:00

 - 재미있는 보드게임 : 매주 목요일 15:00

 - 동화로 배우는 종이접기 : 1, 2주 수요일 16:00

 - 너랑나랑 책놀이 : 2, 4주 화요일 16:00

 - 마법천자문 : 매주 금요일 16:30

● 방학특강 프로그램

 - 도서관 하루체험

 - 맛있는 지구촌 여행/ 도서관 북아트/ 초등 놀이교실/ 초등 종이접기/ 풍선아트 어린이/ 

  읽고 通하다(낭독&토론)/ 다문화 배우기 

●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 인형극으로 만나는 도서관 : 매월 2, 4주 금요일 10:30

● 학습 동아리 운영

 - 꽃자수 : 매주 목요일 10:00

 - 풍선아트 : 매월 4주 수요일 13:00

 - 옹달샘 아동극 : 매월 2, 4주 금요일 10:30

 - 너랑나랑 책놀이 : 매월 2, 4주 화요일 13:30

 - 문지방 : 매월 3주 금요일 10:30

● 특별행사 및 특별프로그램

 - 도서관 주간(4월), 독서의 달(9월), 북페스티벌(10월)

 - 인문학 특강(11월)

 - 저자 사인회, 원화 전시,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너랑나랑 책놀이 등

    ※ 프로그램 접수일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09:30분부터 선착순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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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작은도서관

● 상설프로그램
 - 멋진 오빠(형)가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 매주 토요일 15:00 ~ 15:30
 - 초등한자교실 : 매주 목요일 16:00 ~ 17:00

● 독서ㆍ문화프로그램
 - 성인 POP교실 : 매주 수요일 10:00 ~ 11:00 (방학기간은 휴강)
 - 유아종이접기 : 매주 목요일 16:00 ~ 17:00
 - 놀면서 배우는 수학 : 2, 4주 토요일 15:30 ~ 17:30 (월2회)
 - 엄마랑 아가랑 책놀이 : 2, 4주 화요일 16:30 ~ 17:20 (월2회)
 - 동화읽고 우드아트 : 화요일 16:00 ~ 17:30 (월1회)
 - 동화책 읽고 풍선만들기 : 토요일 16:00 ~ 17:00 (월1회)
 - 동화 속 아이클레이 : 수요일 15:30 ~ 17:30 (월1회)
 - 창의사고력 보드게임 : 금요일 16:00 ~ 17:00 (월4회)

● 방학특강 프로그램
 - 여름방학 도서관캠프, 상상플러스 북
 - 천연향초만들기, 토피어리 화분만들기, 배씨머리띠 만들기, 설놀이 체험, 
     이야기가 있는 성인미술, 이야기가 있는 초등미술, 매듭 팔찌만들기 등

●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 도서관은 내 친구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학습 동아리 운영
 - 책놀이 동아리 : 매월 1ㆍ3주 화요일 16:00

● 특별행사 및 특별프로그램
 - 도서관 주간(4월), 독서의 달(9월), 북페스티벌(10월)
 - 인문학 강연(11월)
 - 다문화 알아보기, 유아영어스피킹, 냅킨아트, 탈무드창의수학, 
  네임머리핀만들기, 북아트, 성인 파닉스, 과학교실 등
    ※ 프로그램 접수일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0시부터 방문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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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위작은도서관

● 상설프로그램

 - 테마 도서전(월별 테마주제의 도서 전시)

 - 문화가 있는 날(구연동화) : 월 4주 수요일 16:30

● 독서ㆍ문화프로그램

 - (초등저학년)생각이 뛰어노는 한자! : 매주 화요일 16:30 ~ 17:30

 - (초등)생각의 힘! 보드게임 : 매주 수요일 17:00 ~ 18:00

 - (유아)누리놀이교실 : 매주 목요일 16:00 ~ 17:00

 - (초등)역사교실 : 매주 목요일 17:00 ~ 18:00

 - (성인)어머니 한국사교실 : 매주 금요일 10:30 ~ 11:30

 - (초등고학년)알쏭달쏭 한자교실 : 매주 금요일 17:00 ~ 18:00

● 도서관 행사

 - 도서관주간 : 도서관의 봄, 책을 봄, 미래를 봄

 - 독서의 달 : 책 읽고 종이퍼즐, 우리가족 얼굴 팝업 북 만들기 등

 - 도서관캠프 : 도서관 밖으로 나온 아이들(1박2일) 

 - 2016년 북페스티벌 : 동화! 세상 밖으로 나오다 외 3개 부스 운영

● 특화프로그램

 - 달마다 책방(북아트) : 월1회 4주 토요일 10:00 ~ 11:00

 - 찾아가는 미니도서관(동구청) : 월4주 화요일 12:00 ~ 15:00

 - 사람책 빌려드립니다! 빅북(Big-Book)공연 : 매월 3주 11:30 ~ 12:30

 - 지역아동센터(해누리) 빅북(Big-Book)공연 : 매월 4주 금요일 16:00 ~ 17:00

● 소외계층 평생학습역량 연계프로그램

 - 옛 이야기와 함께 하는 즐거운 인생! : 지역인근 경로당 어르신 대상 독서활동

 - 울산발전연구원 지원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교육 강연

● (울산대표도서관)중부도서관 지원 연계프로그램

 - 상상플러스 북 : 여름방학 특강 연계

 - 지역작가와의 만남 : 행복한 책읽기와 재미있는 자녀 글쓰기지도

 - 인형극 공연 :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 꿈을 꾸는 그림책놀이 : 동화구연의 재미와 즐거운 책읽기(2회)

 - 작은도서관 우수도서지원 사업 공모 선정 : 기증도서 1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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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문인협회 지원 연계프로그램

 - 지역작가 저자사인회 : 수필가 한석근, 동화작가 장세련
● 울산동구청 평생교육계 지원 연계프로그램

 -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 : 재미있는 글쓰기, 행복한 동화(강순아 동화작가)

● 방학특강 프로그램

 - 아픈 책, 치료해요! : 훼손도서 책 보수 특강

 - 재미있는 체험특강 : 가죽공예로 만드는 미니언즈열쇠고리 등

 - 빅북(Big-Book)공연

 - 독서프로그램 특강 : 책과 함께 하는 마인드 북 

●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 도서관은 내 친구 : 매주 수, 금요일 오전 10:30 ~ 11:30

● 학습동아리 운영

 - 성인 한자동아리 : 매주 수요일 10:00 ~ 12:00

 - 꽃바위독서회 : 월 1회 1주 목요일 10:00 ~ 12:00

 - 도서보수팀 : 월 2회 2, 4주 10:00 ~ 14:00

 - 빅북(Big-Book)구연팀 : 월 1회 3주 토요일 11:00 ~ 16:00

 - 수다속의 인문학 : 월 1회 3주 화요일 18:30 ~ 21:00

 - 동화연구팀(그림책동아리) : 월 1회 4주 목요일 18:30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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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 센터 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청소년문화의집 내

● 개관/규모 : 2013. 9. 1 / 52m²  

 ※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문화의집 및 외부 시설 대여 활용

● 운영기관 : (사)한국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

●●● 운영개요

● 사업대상 : 9 ~ 24세 청소년 및 학부모

● 주요사업

 ㆍ상시사업 : 자유학기제 지원(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등),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지원, 꿈발표대회 "꿈톡", 학교로 가는 직업체험, 강사 및 멘토 지원 등), 

부모역량사업(부모특강, 학부모진로지원단)

 ㆍ기획사업 : 웹툰창작체험관(웹툰제작교실 등), 평생학습도시 사업(3D프린트강사양성과정, 

     진로전문가양성과정), 희망프로젝트 사업(꿈톡캠프)

 ㆍ기반사업 :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 주요프로그램 운영 결과

● 자유학기제 영역

 ㆍ우리동네일터 : 남목중 등 9개교 / 119회 / 1,700명

 ㆍ상설직업체험 "단디JOB자" : 청운중 등 10개교 / 196회 / 2,287명

 ㆍ주제선택활동 "책 JOB GO" : 명덕여중 등 3개교 / 72회 / 1,838명

● 직업체험 영역

 ㆍ초등직업체험-리틀소시움 탐방 : 대구리틀소시움 / 1회 / 30명

 ㆍ학교로 가는 직업체험 : 방어진중 등 3개교 / 30회 / 849명

● 진로탐색 영역

 ㆍ초등창의만들기교실 : 상진초 등 2개교 / 10회 / 초등생 235명

 ㆍ동아리지원 : 청운중 등 2개교 / 20회 / 302명

 ㆍ꿈발표대회 "꿈톡": 2회 / 766명

 ㆍ토요 진로멘토링 : 6회 / 100명

 ㆍ강사 및 멘토지원 : 화진중 등 10개교 / 144회 / 6,3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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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평생학습기관 운영

●●● 주요성과

● 9개 중학교 자유학기제 4개 영역 모두 지원

 ㆍ진로탐색영역의 직업체험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진행되는 교과연계형 주제선택활동 등  

  모든 영역을 지원함

● 모의직업체험장 운영

 ㆍ센터 내 10 ~ 15개 모의직업체험장을 조성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생동감 넘치고 현장감 있는  

  체험환경 제공

 ㆍ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완성된 범죄수사관, 웹툰작가 등 센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직업체험 제공

 ㆍ단순 체험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고 청소년 대상으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  

  청소년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냄

● 울산 최초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ㆍ울산 최초의 웹툰창작체험관 유치를 통해, 청소년이 선망하고 미래유망직종인 웹툰작가를  

  체험할 수 있는 전문장비와 체계화된 프로그램 제공

 ㆍ미래지향적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더욱 풍성한 자유학기제 및 진로탐색활동 지원

● 부모역량 영역

 ㆍ부모특강 : 7회 / 535명

 ㆍ학부모진로지원단 “부전자전” : 14회 / 102명

● 외부지원 사업

 ㆍ웹툰창작체험관 : 325회 / 1,987명

 ㆍ평생학습도시 사업 : 18회 / 290명

 ㆍ희망프로젝트 : 4회 / 학교 밖 청소년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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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   록
1│보도자료

2│평생학습 관련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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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1월 12일)



632016 평생교육 추진성과

04 부록

평생학습 공모사업 시행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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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맛보기 미리보는 Learning Life (2월 24일)



652016 평생교육 추진성과

0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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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놀이치료사 양성과정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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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개최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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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교양강좌 (3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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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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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업무협약(MOU)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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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꽃바위문화관 수요상설공연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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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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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평생교육 교육협의회 개최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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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재취업 지원사업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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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평생학습도시 조성 직원 실천 다짐대회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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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래평생학습관 남성 요리교실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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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찾아가는 은퇴자 맞춤 특강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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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5060_5060세대의 제2의 인생찾기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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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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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운 인생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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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아버지학교 입교식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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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요리교실 재능기부(어르신 음식대접)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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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학습포구 마을학교 개소식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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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 2016 평생학습도시 선정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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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86 평생학습도시 울산동구

평생학습도시 선정기념 기고문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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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3D프린트 창의교육강사 양성과정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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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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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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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발표대회 '꿈톡'개최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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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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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진로전문가 '부전자전' 개강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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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동구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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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위문화관 여름방학 활동 (8월)



952016 평생교육 추진성과

04 부록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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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동구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9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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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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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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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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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진로모니터단 활동 (10월 13일)



1012016 평생교육 추진성과

04 부록

북페스티벌 (10월 21,22일)



102 평생학습도시 울산동구

꽃바위문화관 우수문화예술시설 견학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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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울산 마을학교 평생학습매니저 성과나눔 워크숍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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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꽃바위문화관 '문화가 있는날' (1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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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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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지원센터 2016 부모특강 (2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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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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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창작관 선정 및 운영 (5월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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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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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직업체험 '단디JOB(잡)자' 운영 (5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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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불모니터링단 간담회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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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생학습 관련기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1 바드래평생학습관 동구 진성8길 91 (전하동) 209-4497 209-4498

2 꽃바위문화관 동구 문현3길 6 (방어동) 209-4330 209-4339

3 동구보건소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209-4080 209-4079

4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꽃바위로 325 (방어동) 236-3411 209-4159

5 일산동 주민센터 동구 번덕7길 30 (일산동) 236-3412 209-4189

6 화정동 주민센터 동구 대송로 140 (화정동) 236-3413 209-4219

7 대송동 주민센터 동구 대송5길 10 (화정동) 236-3420 209-4249

8 전하1동 주민센터 동구 바드래3길 55 (전하동) 209-4270 209-4279

9 전하2동 주민센터 동구 진성4길 45 (전하동) 236-3415 209-4308

10 남목1동 주민센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170 (서부동) 236-3416 209-4369

11 남목2동 주민센터 동구 명덕6길 33 (서부동) 236-3417 209-4399

12 남목3동 주민센터 동구 동해안로 100 (동부동) 252-0093 209-4429

13 동부도서관 동구 봉수로 505 (서부동) 241-2300 241-2315

14 남목작은도서관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70(서부동) 209-3947 209-3948

15 전하작은도서관 동구 진성8길 91 (전하동) 209-3936 209-3937

16 화정작은도서관 동구 화진6길 4 (화정동) 209-3950 209-3949

17 꽃바위작은도서관 동구 문현3길 6 (방어동) 209-4337 209-4338

18 동구문화원 동구 학문로 93 (화정동) 251-2261 251-2271

19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 전하동 진성8길 91(바드래펴생학습관 3층) 252-1365 209-3973

20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236-1465 236-1470

21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동구 월봉10길 18 (화정동) 236-3139 236-3022

22 방어진노인복지관 동구 꽃바위로 356(방어동) 716-0030 716-0070

23
동구노인복지관 동구 명덕6길 33 (서부동) 252-2118 233-2118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동구 진성12길 120 (전하동) 716-0030 716-0070

24 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 동구 봉수로 30 (방어동) 236-0851 251-6208

25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대학길 59 3층(화정동) 232-3357 232-3358

26 동구가정폭력상담소 동구 내진길 18 (방어동) 252-6778 236-3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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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7 동구청소년지원센터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236-3838 236-3839

28 동구청소년문화의집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251-7925 251-7924

29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동구 남목9길 13 (서부동) 234-5838 234-5839

30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 남목9길 13 (서부동) 4층 233-5279 233-1435

31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236-1468 236-1470

32 동구자활후견기관 동구 상진1길 21 (방어동) 235-3634 236-3635

33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동구 문현2길 41-1 (방어동) 201-6646 201-4746

34 동구정신보건센터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233-1040 233-1057

35 동구생활체육협의회 동구 봉수로 153 (화정동) 233-9584

36 동구국민체육센터 동구 봉수로 151번지 (대송동) 232-4141 235-4141

37 희망을나누는집 동구 번덕로 10 (일산동) 236-6564 236-6287

38 희망울타리 동구 문재로 3 (방어동) 233-4866 233-4865

39 사랑울타리 동구 화잠8길 10 (방어동) 235-0413 235-0418

40 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동구 봉수로 101 학생회관 2층 (화정동) 230-0822 230-0815

41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동구 봉수로 101 (화정동) 235-9911 230-0817

42 현대미포조선 기술교육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06 (방어동) 250-2144 250-2140

43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전하동) 202-2353~7 250-9066

44 현대예술관 동구 명덕로 10 (서부동) 235-2100 202-6133

45 한마음회관 동구 바드래1길 30 (전하동) 236-5111 233-5014

46 동부회관 동구 안산로 46(동부동) 202-3329 232-1144

47 동부2회관 동구 안산로 50(동부동) 202-3035 232-1143

48 서부회관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995-2 (서부동) 202-2181 202-2180

49 대송문화교실 동구 대송8길 6 (화정동) 202-3040 233-3344

50 현대주부대학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대학 평생교육원 102호(화정동) 230-0818 230-0819

51 아산체육관 동구 봉수로 101 (화정동) 230-0656 230-0655

52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99(서부동) 250-4531 250-4539

53 홈플러스 평생교육아카데미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37 (일산동) 230-8003 23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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