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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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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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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영과 안정,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와 행복 추구를 위해  

학습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평생학습도시 울산동구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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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구 평생학습 소개
1｜ 동구 일반현황 

2｜ 평생학습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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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구 일반현황(2017년 12월 기준)

2│평생학습 비전 및 목표

● 인          구 : 총 69,023세대 175,83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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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099백만원 (※재정자립도 25.49%)

   - 일반회계 203,500백만원, 특별회계 8,599백만원
● 교 육 기 관 : 35개교

  -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9개교, 대학 1개교
● 도    서    관 : 22개소 (공공도서관 1개소, 공립작은도서관 4개소, 사립작은도서관 17개소)
● 평생교육기관 : 48개 기관
● 사회복지시설 : 243개소

구민의 행복한 학습소리 ! 지역을 만드는 학습이야기

학습기적을 울리는 평생학습도시 울산동구

목     표│
구민모두
행복한 

배움소리

마을마다
넘치는 

학습이야기

일터에서
활기찬 

재능소리

동구미래
새로운 

내일이야기

추진전략│
평생학습
생활화

평생학습
공동체

평생학습
일자리

평생학습
지역화

행정

구민 기관

학습기반│

동구청 강북교육지원청 동주민센터 동구평생학습관 꽃바위문화관

시민단체 도서관 대학 및 학교 기업체

동구 평생학습 소개



02  평생학습 주요 추진사업
1｜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2｜ 배움과 나눔의 학습문화 확산

3｜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4｜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5｜ 평생학습 문화 저변 확대

6｜ 생활영어마을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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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 선정개요

● 선정사업 :「2017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부문

● 선정기관 : 교육부

● 발표일자 : 2017. 6. 12

● 지원규모 : 5천만원

●●● 주요성과

ㆍ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143개 평생학습도시 중 22개 도시가  

 선정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유일하게 동구가 선정

ㆍ2016년도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함

●●● 운영실적

● 총 8개 사업 23개 프로그램 국비 운영

사 업 분 야

① 5060 러닝맨 학교 ⑤ 권역별 촘촘한 평생학습망 구축

② 동구평생학습관 확대운영 ⑥ 마음 촉촉, 글 쏙쏙 학습지원 사업

③ 소중한 우리아이 通하는 우리가족 ⑦ 학습포구 마을학교 사업

④ 평생학습 꿈길로드 ⑧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양성 및 운영

2017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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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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평생학습관 확대 운영

● '16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평생학습관 공간 및 기능 확대

●●● 주요성과 

ㆍ평생학습관 명칭 변경 및 확장에 따라 동구의 평생학습도시 거점센터로서 기능 및 역할 확대

ㆍ평생학습도시 세미나로 평생학습기관 관계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여성사회교육원

1999년 개관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기회 제공

바드래평생학습관

2015년 명칭 및 기능
개선(조례개정)

성별, 계층 탈피 구민 
누구나 이용확대

동구평생학습관

2017.10.17. 공간확장 및 학습관 명칭변경

공간확장: 342.6㎡(1개층)→624.75㎡(2개층)
평생학습도시 대표성 및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

● 동구평생학습관 명칭 변경 및 평생학습도시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일자 참석인원  내  용 비 고

10.26 100명

[기조강연]
 - 모든이가 스승이고, 모든 곳이 학교다

김영철
서울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기관 사례발표]
 -발표1 : 울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선임교육사 조혜정
 -발표2 : 동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조은경
 -발표3 : 동구 평생교육사 심민지

기관 특성별
사례발표

[미니특강]
 - 인생을 바꾸는 평생교육 마인드

정현화 
비전CS 코칭센터대표

●●● 평생학습도시 1주년 세미나

동구평생학습관 확대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1주년 세미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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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3월~12월

● 대     상 : 은퇴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 302명

● 운영내용 : 은퇴 대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주요성과

ㆍ베이비부머 및 은퇴자 급증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ㆍ퇴직자지원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 다양한 협업 네트워크로 은퇴자 문제해결을 위한 평생학습  

 대응체제 구축

5060 러닝맨(Learning-man) 학교

●●● 운영실적

사업명 기간 인원 장소 내용

 전통주로 빚는 
인생 테라피

기초
4.3~6.5
(10회)

21
동구평생
학습관

ㆍ평생학습을 통한 인생이모작 주제 특강 4회
ㆍ수제 전통주 제작과정 6회

심화
10.16~11.27

(7회)
20

ㆍ수제 맥주 제작과정 2회, 기업 현장탐방 1회
ㆍ수제 전통주 제작과정 4회

5060 전문강사
양성과정

5.2~7.12
(5회)

69
보건소

ㆍ보건소 사업의 '건강먹거리지도사', '걷기지도사' 등 
   전문가 양성과정과 연계하여 강사역량과정 진행

건강동화구연가 
심화과정

7.7~8.29
(8회)

16
ㆍ동화구연 실무능력 배양 및 건강동화 콘텐츠 개발
ㆍ보건소 건강동화구연 주민강사 활동 연계

5060
하트그라피

3.20~9.25
(24회)

14
동구노인
복지관

ㆍ캘리그라피 전문가 양성
ㆍ지역아동센터 연계 재능나눔 활동

5060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생애
설계

10.25~11.29
(6회)

22
퇴직자

지원센터
ㆍ퇴직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은퇴자 대상 인생 
   재설계 방향 제시

선진지 
연수

11.2/11.7
(2회)

80
숲 옛마을
(경남 거창)

ㆍ은퇴자의 귀농ㆍ귀촌 사례 탐방 및 맞춤형 특강 제공

5060 청바지
토크 콘서트

12. 6 
(1회)

60
동구평생
학습관

ㆍ다양한 인생 이모작 사례자들을 초청하여 생생한 
   경험 소개 및 토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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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5월~11월

● 장     소 : 동주민센터 6개소 

● 대     상 : 은퇴자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직장인 등 160명

● 사업내용 : 은퇴 대비 맞춤형 야간강좌 운영

●●● 주요성과

ㆍ동주민센터와 연계한 근거리 학습체제 구축으로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ㆍ야간강좌 운영을 통한 시간적 제약 해소로 남성 학습자의 참여기회 확대

5060 러닝맨 야간자율학습타임

●●● 운영실적

구분 장소 사업명 기간 인원 내용

상
반
기

방어동 스마트폰으로
인생노트
작성하기

5.16~7.25
(10회)

39 ㆍ사진, 동영상 촬영 및 편집
ㆍ유용한 앱 활용방법 
ㆍ스마트 work, SNS 활용법 등남목1동

5.17~7.26
(10회)

31

전하1동
은퇴 없는 인생여행
-해외여행 실전꿀팁

5.24~6.14
(4회)

21
ㆍ서유럽, 일본, 호주, 터키, 스페인 
   해외여행 정보제공 및 여행코스 추천 등

하
반
기

일산동
부동산 경ㆍ공매

따라잡기
9.8~11.24

(10회)
29

ㆍ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ㆍ경매 권리분석, 부동산 인도와 배당 등

대송동
100세 시대
자산관리

9.13~11.29
(10회)

23
ㆍ은퇴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등 
   재무관리 방법 안내

전하2동
건강한 노후 만들기!

근육강화 테이핑
9.12~11.21

(10회) 
17

ㆍ테이핑의 역학과 원리 이해
ㆍ테이핑을 통한 통증완화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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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3월 ~ 12월 

● 장     소 : 현대패밀리서부1차아파트(1호), e편한세상전하아파트(2호)▷공모선정

● 운영내용 : 주민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24개 강좌)

●●● 주요성과

ㆍ프로그램 연계 자발적인 동아리 구성 및 재능기부 확산

   - 손뜨개 강좌를 통해 소아암 환우돕기 '빨간모자 뜨기' 사업 참여 및 기부(제1호)

 - 근육강화테이핑, 술익는 마을 수업 종료 후 동아리 구성 및 경로당 어르신 대상 재능기부(제2호)

학습포구 마을학교

●●● 운영실적

구분 장소 운영 프로그램 운영 횟수 인원

제1호
현대패밀리
서부1차
아파트

ㆍ어르신 노래교실
ㆍPOP 3급(기초반/심화반)
ㆍ실전적용! 우리집 수납정리
ㆍ라이스 베이킹 쿠키 만들기

ㆍ라이스클레이 팥빙수 만들기
ㆍ부동산 경ㆍ공매
ㆍ포근한 손뜨개
ㆍ소통가족대화법 및 미술심리 특강

67 157명

제2호
e편한세상 
전하아파트

ㆍ독서논술지도사 2급
ㆍ근육강화테이핑 요법
ㆍ미.우.새와 소통하는 법
ㆍ내 손으로 천연화장품 만들기
ㆍ여름밤 영화로 보는 역사특강
ㆍ우리아이 마음 들여다보기
ㆍ에코라이프 천연용품 만들기

ㆍMOM made 역사북아트
ㆍ뚝딱뚝딱! 토탈공예
ㆍ역사논술지도사
ㆍ술 익는 마을
ㆍ따뜻한 마음담은 캔들 만들기
ㆍ우리아이 바디용품 만들기

62 276명

       '학습포구 마을학교' 란?

울산에서 가장 많은 포구를 갖고 있는 동구 특성을 기반으로 배가 드나드는 포구처럼 

평생학습과 주민이 교류하는 마을단위 평생학습센터를 「학습포구」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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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9월~12월 

● 장    소 : 동구평생학습관 등 2개소

● 대    상 : 지역주민 62명

● 내    용 : 주민들의 수준높은 문화향유를 위하여 인문학 강의 제공

●●● 주요성과

ㆍ「영화로 떠나는 마음산책」은 영화를 매개로 문화ㆍ예술분야의 소양 증진은 물론, 이야기  

 활동을 통해 개인의 마음 치유와 사회구성원간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제공함

ㆍ「인문학과 썸타기, 감성을 더하다」는 인문학을 고흐의 그림이나 현대의 중요 가치와 접목 

 하여 풀어냄으로써 학습자들이 쉽게 인문학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음

문화가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실적

사 업 명 운영기간 강 의 내 용 인원 장 소

영화로 떠나는 마음산책
9.6~10.25

(16회)

영화감상 및 상호토론 방식으로 

자기이해 및 대인관계 이해
22명 동부도서관

인문학과 썸타기, 

감성을 더하다

11.2~12.21

(8회)

장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고흐의 그림 및 공자의 철학 이해
40명 동구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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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움과 나눔의 학습문화 확산

●●● 운영개요

● 기     간 : 2017. 7월~11월

● 대     상 :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주민

● 운영내용 :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강사로 연계

●●● 주요성과

ㆍ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능나눔 실천과 강사활동 기회 확대

ㆍ평생교육으로 양성된 자원활동가로서 학교교육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진로체험강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학습 순환체제를 구축함

●●● 운영실적

●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간 교 육 내 용 수강인원

사회ㆍ역사
보드게임지도사

7.6~11.28
(21회)

민주주의 보드게임(9회)ㆍ역사 보드게임교육(12회) 20명

탈무드
영재창의지도사

8.22~11.28
(14회)

하브루타 대화식 수업 및 수학에 대한 창의적 접근법 지도 30명

● 중학교 자유학기제 강의 활동

프로그램 운영기간 교 육 내 용 참여인원

사회ㆍ역사
보드게임지도사

9.20~11.8
(7회)

민주주의 보드게임 활용 토론교육 진행(화암중 7회) 16명

탈무드
영재창의지도사

10.17~11.8
(10회)

교구를 활용한 토론식 수학교육 진행(일산중 4회, 화암중 6회) 5명

자유학기제 강사 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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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3월~12월

● 대     상 : 지역주민 총 99명

● 장     소 : 동구평생학습관 등 2개소

● 운영내용 :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재능나눔 활동 지원

●●● 주요성과 

ㆍ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기여

ㆍ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이 어르신 대상 재능나눔 활동 및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자원활동가로서 역할 실천

프로그램 운영기간 강 의 내 용 인원 장 소

노인스포츠

지도사

3.9~6.26

(16회)

노인체육론, 스포츠교육학, 한국체육사 등 

국가자격증 취득대비 이론 및 실기
30명 꽃바위문화관

전래놀이지도사
8.21~12.11

(15회)
우리나라 전통 놀이문화 전수 및 지도법 안내 32명 꽃바위문화관

사서도우미 직무교육

(심화)

12.5~12.21

(6회)

독서특강, 독서 리더십 교육, 북 아트 및 

책놀이 기법 등
37명

동구

평생학습관

●●● 운영실적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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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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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형성의 계기 마련

ㆍ지속적인 정리수납 재능기부 기회 제공으로 정리수납 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

ㆍ자원봉사센터에 '둥글레봉사단'으로 등록하여 봉사활동 확대

●●● 운영실적

구분 기간 대상 내용 장소

정리수납 특강
6.20.

(1회)

사회적 취약계층

주부 11명

-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정리수납 

   재능기부 특강 운영

드림스타트 

강의실

찾아가는 

정리수납서비스

4.14~11.22.

(11회)

관내 소외계층 

가정 11곳

     ※모자가정,

        차상위가정 등

- 소외계층 가정방문 정리수납서비스 지원

- 방ㆍ거실ㆍ옷장ㆍ주방ㆍ베란다 등   

   부분 정리수납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 

가정

찾아가는 정리수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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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5. 13 ~ 6. 3(총4회)    

● 장     소 : 주전어촌체험마을 일원

● 참여인원 : 초등학생 및 가족 총 208명

● 내     용 : 농·어촌체험 및 가족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방법 : 동구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 주요성과 

ㆍ농어촌 지역콘텐츠에 평생학습을 더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기여

초등학생 가족체험교실

3│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 운영실적

계 1기(5.13) 2기(5.20) 3기(5.27) 4기(6.3)

77가족 208명 18가족 51명 22가족 50명 19가족 54명 18가족 53명

● 운영현황

프로그램 내용

가족소통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ㆍ가족 소개 등 레크레이션
ㆍ체험용 가족 티셔츠 및 밀짚모자 만들기
ㆍ가족 액자 만들기

ㆍ맨손잡이 체험 : 고동, 소라 잡기 등 
ㆍ농촌 체험 : 감자 캐기 등
ㆍ해녀밥상체험

● 세부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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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6. 21 ~ 7. 20(총10회)

● 장     소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대     상 : 동구 관내 아버지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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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방법 :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 주요성과

ㆍ경청과 공감을 통한 자녀이해, 아버지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 등에 관한 교육으로 아버지 역할  

 정립 및 가족이해와 소통 등을 통한 화목한 가정 조성기여

●●● 운영실적

회차 강좌내용 강사

1차 MBTI를 활용한 "소중한 나 찾기"
강미경

한국 MBTI 연구소
전문강사

2차 MBTI를 활용한 "자기이해! 타인이해!"

3차 MBTI를 활용한 "자녀와 소통하기"

4차 미술치료를 활용한 "신뢰감 형성 창의적 사고의 필요성"

황금옥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전문지도자

5차 미술치료를 활용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연결 아이 마음 이해하기" 

6차 미술치료를 활용한 "무의식의 힘 / 자기 치유 경청과 공감이 주는 영향"

7차 미술치료를 활용한 "자기 자신의 내면과 연결 / 자기 성찰 / 변화와 성장"

8차 갈등관리 기법을 활용한 "관계 회복" 김미정
울산 한상담연구소

소장9차 갈등관리 기법을 활용한 "만남과 성장"

10차 사례 중심으로 "아이 마음 이해하기" 강미경

「아버지 학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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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4월 ~ 12월

● 대     상 : 50세이상 동구민(중ㆍ장년층)

● 장     소 : 동구 관내 주소를 둔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 내     용 : 은퇴자 재취업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공모선정 지원

● 지 원 액 : 7,000천원(2개 기관)

●●● 운영실적

프로그램명 기  관 주 요 내 용 참여인원 비고

스마.일

(스마트한 일상)

동구

노인복지관
스마트폰활용지도사 2급 취득 및 재능기부 15명

바리스타 양성과정

"인생극장"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바리스타 2급 취득 10명 

●●●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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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스마.일」사업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격증 취득(14명)은 물론,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함

ㆍ「인생극장」사업은 참여 주민들 중 9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6명이 복지관  

 카페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

은퇴자 재취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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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 운영개요

● 기    간 : 2017. 1월 ~ 12월 (총5회)

● 대    상 : 학습자, 강사, 평생학습 기관담당자 등 평생학습 관계자 3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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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성과

ㆍ다양한 평생학습 관계자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로 평생학습도시 추진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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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실적

연번 일자 행사명 및  주요내용 주요대상 인원

1 1.31
ㆍ2017년 평생학습관 개강식 기념 특강
  -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주제 특강

학습자 및 강사 100명

2 7.12
ㆍ5060 전문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 강사의 프로 마인드 및 강의 스킬 관련 전문성 함양 등

은퇴세대 
주민강사

46명

3 8.19
ㆍ해오름동맹 평생학습 발전전략 세미나
 - "미래 평생학습, 해오름동맹으로 열다!" 주제특강 및 사례발표 등 
    ※ 포항시, 경주시, 우리구 공동기획 

평생학습동아리 45명

4 11.29
ㆍ평생학습도시 선정 1주년 기념 세미나
 - "기적(汽笛&奇蹟)이 가득한 동구, 평생학습과 만나다!" 주제 특강, 
    평생학습 기관별 사례발표 등

평생학습 기관 
관계자

100명

5 12.13
ㆍ평생학습자원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 자원활동 평가와 비전 나누기, 긍정 마인드 특강 등

재능기부 참여
학습자

56명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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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9월 ~ 12월

● 대    상 : 지역 주민 누구나

● 장    소 : 꽃바위작은도서관 등 4개소

● 내    용 :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주요성과 

ㆍ권역별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근거리 생활권역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확대

ㆍ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활성화는 물론 평생학습 네트워크 확대 등 시너지 효과 창출 

구분 강 좌 명 기 간 주 요 내 용 인원

꽃바위

‘독서인문학’
내 아이 책읽기가 먼저다!

9.20.
(1회)

- '재미있는 나만의 글쓰기'
- 자녀 독서지도의 중요성 및 부모의 역할

28

내 안의 나, 
책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9.6.~11.15.
(10회) 

- 책 매개 상호작용 활동으로 자존감 향상 및   
   소통방법 지도상담 등

11

화정 책 글귀와 캘리그라피
9.5.~11.28.

(12회) 
- 캘리그라피 기초 실습
- 책 속 글귀 써보기 등

10

전하 니하오! 중국
9.5.~11.28.

(12회) 

- 중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다문화특화 도서관 맞춤형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결혼이민자 강사 활용

14

남목 나도 동화구연가
9.1.~12.1.

(12회) 
- 동화 구연 이론과 실제
- 동화구연 동아리 활동 추진

10

●●● 운영실적

『똑讀!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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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년 4월 ~ 12월

● 대     상 : 동구 관내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시설

● 내     용 : 권역별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거점기관 우수 프로그램 공모 선정  지원

● 지 원 액 : 12,000천원(4개 기관)

●●● 주요성과

ㆍ권역별 지역특성과 학습요구를 반영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ㆍ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원현황

프로그램명 기  관 주 요 내 용 참여인원

지역주민과 함께 떠나는 
‘Plus+행복여행’

동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국가별 문화 및 언어 배우기

66명

시니어 기자단
‘꽃바위 기자단’

방어진
노인복지관

꽃바위 기자단 소식지 발간 및 교육 12명

나.이.살
(나, 이만하면 괜찮게 

살았네) 
동구노인복지관

성원상떼빌경로당 어르신 대상 문화 프로그램
(자서전, 공예 수업 등)

12명

시니어 지역발전
리더 아카데미

울산
시니어포럼

시니어 대상 노후자산관리, 노인문화 등 교육 40명

권역별 평생교육 거점기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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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년 4월 ~ 12월

● 대    상 : 동구 관내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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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선정 지원

● 지 원 액 : 29,983천원(7개 기관)

●●● 주요성과 

ㆍ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ㆍ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일방적인 교육수요자가 아닌 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자원활동가로서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 참여(시낭송 공연,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지역 아동대상 아로마 수업 등) 

구분 운영기관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비고

성인 문해교육

희망을 나누는 집 배움으로 밝아지는 성인한글교실 20명

구비대한노인지회 동구지회 찾아가는 한글교실 20명

동구종합 사회복지관 "문해-위풍당당" 15명

동구노인복지관 글자꽃을 피우는 한글반 20명

시비방어진노인복지관 시낭송 교육 "시헤는 밤" 15명

소외계층 지원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똑똑똑" 20명

전하노인복지관 맛있는 향기, 건강한 향기, 향기나는 삶 20명 국비

●●● 지원현황

성인문해교육 및 소외계층 교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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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지원대상 : 동구 관내 학습동아리 18개

● 지 원 비 : 12,000천원

 - 우수 프로그램 : 8개 프로그램 7,000천원 지원 

 - 우수 학습동아리 : 10개 동아리 5,000천원 지원

● 지원비 내용

 - 학습활동(강사비, 재료비, 교재구입비) 운영비

 -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비 

 - 학습내용의 실천 활동(학습결과 발표회 및 전시회비) 운영비 등

2017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지원내역

● 우수 프로그램 지원

연번
동아리 현황

지원사업
지원액
(천원)동아리명

소계 8개 (프로그램지원) 7,000

1 가락장구 쟁이 가락 장구야 신나게 놀자 875

2 실버극단 한마음 우리 모두 즐기며 봉사한다 875

3 한얼춤사위 전통의 멋과 흥을 찾아가는 문화 활동 875

4 책놀이터 책으로 행복한 아이 만들기 875

5 한마음무용단
섬김과 나눔으로 행복한 울산

"풍류의 전통 춤 한마당"
875

6 동구판소리예술단 우리문화 전승 보급 교육 공연 875

7 한마음청운대 풍선아트 우리 같이 예쁘게 만들고, 예쁘게 그려요 875

8 같이가치
동구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매니저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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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연번
동아리 현황

지원사업
지원액
(천원)동아리명

소계 12개 (동아리운영지원) 5,000

1 동구 학사모 주민오감교육 500

2 (사)울산시니어포럼 풍선동아리
복지시설 등 풍선체험 및 조선해양축제 

성폭력예방운동
500

3 메아리합창단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 500

4 금빛동구애찬
"오카리나 음률은 나눔을 싣고"
사랑 품은 오카리나 봉사단

500

5 행복플러스 고령층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500

6 한마음청운대 천아트 사랑하는 이에게 천아트로 마음을 전합니다 500

7 대한사협 울산시지회
제6회 울산동구 관광사진전

"사진의 예술속으로"
500

8 글샘 나는 이렇게 나를 만들어 나갔다 500

9 그림사랑회
제22회 눈빛미술제 출품 및 

2017 동구 한마당축제 수채화 전시
500

10 동구춤사위 신영자의 춤과 작은 음악회 500

●●● 주요성과 

ㆍ지역 내 자발적이고 실천적인 학습동아리 육성을 통하여 평생학습 문화 조성, 학습동아리 활동  

 강화 및 재능 나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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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평생학습 문화 저변 확대

●●● 운영개요

● 기     간 : 2017. 3월 ~ 10월(매월 1회, 총 7회) ※ 8월 휴강

● 운영일시 : 매월 세번째 수요일 14:00 ~ 16:00 

● 장     소 : 동구청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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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인원 : 3,100명 

●●●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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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운영실적

구분 강좌일 강사명 강 의 주 제 참여인원(명)

제1강 03.15 현  미 (가  수) 노래와 행복한 삶 500

제2강 04.19 허  참 (방송인) 신바람 나는 인생이야기 500

제3강 05.17 김도향 (가  수) 행복하게 사는 법 400

제4강 06.21 김성환 (탤런트) 김성환의 멋진인생 700

제5강 07.19 심현섭 (개그맨) 유쾌함이 주는 오늘의 행복 400

제6강 09.20 김성녀 (국악인) 우리의 멋을 찾아 300

제7강 10.18 표진인 (의  사) 현대인의 정신건강 300

구민교양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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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6월 ~ 10월

● 장     소 :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일원

● 참가인원 : 총 1,600여명

● 내     용 : 동아리 중심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공연 및 체험행사 추진

● 주     관 : 동구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 주요성과 

ㆍ단오 및 일산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동아리 공연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전통문화 공유 및  

 관광 동구 조성에 기여함

ㆍ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주관의 자발적인 어울림한마당 운영으로 학습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지역주민 모두의 축제를 만듦

일시 행사명 주요내용 참여인원 장소

6.11(일)
10:00~15:00

어풍단오제
- 시연행사 : 창포물에 머리감기
- 민속놀이 체험 : 씨름, 한궁 등 6종목
- 동아리 공연 : 7개 동아리 참여

500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

8. 4.(금)
 19:30~ 21:00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 공연

- 동아리 공연 : 10개 동아리 참여 500

10.28(토)
10:00~16:00

학습동아리
어울림한마당

-전시 및 체험관 운영 : 10개 동아리 참여
-동아리 공연 : 34개 동아리 참여

600
대왕암공원
잔디마당

●●● 운영실적

동구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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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참가개요

● 기     간 : 9. 15(금) ~ 9. 17(일) 

● 장     소 :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일원

● 참가내용 : 홍보관 및 체험강좌 운영 및 학습동아리 공연 등 

●●● 주요성과

ㆍ'전통주로 빚는 인생테라피' 강좌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전통주 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은퇴 남성들의 재능나눔 기회를 확대함

ㆍ관내 기관ㆍ동아리  8개 부스 운영, 12개 공연팀 대회 참가(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3)  

ㆍ평생학습도시 동구의 특화사업 홍보 및 지역 소개(소리9경 홍보 등)

1. 제5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참가개요

● 일     자 : 12. 3(일)

● 장     소 : 경북 경주시 일원

● 참가내용 : 개막식 특별공연 참가 및 박람회 벤치마킹 

●●● 주요성과

ㆍ해오름동맹(포항-경주-울산)간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 상호교류에 따른 우리구 동아리의  

 개막식 특별공연 참가('김남준 무용단' 한량무 공연)

ㆍ평생학습동아리 회원(42명) 견학으로 평생학습 인식 확대 및 학습동아리 자부심 고취

2. 제1회 경주시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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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년 3월 ~ 11월 (총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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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소 : 울산과학대학교 국제교류어학교육원

● 대     상 : 관내 6 ~ 13세 이하 아동

● 운영내용 : 매월 주제별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 주요성과 

ㆍ 주제별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 해소

ㆍ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권 국가의 문화와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영어광장 운영

6│생활영어마을 조성사업

●●● 운영실적

● 참가인원 : 총 1,841명(회당 167명) 

● 운영방법 : 반별 원어민 수업(연령·수준별) 및 체험코너 운영 ※7월 3회분 실시

● 교육내용

회 차 일 자 교 육 내 용 회 차 일 자 교 육 내 용 비 고

1회차 3. 25. St. Patrick's Day 7~9회차 7. 15.
Summer Holiday 

(International market, Cooking, Survival Game)
10:00~16:00

2회차 4. 8. Earth Day(Arbor Day) 10회차 9. 9. Harvest Day

3회차 4. 22. Happy Easter 11회차 10. 21. Happy Halloween

4회차 5. 20.
Family Reunion 

(Parents' day, children's day)
12회차 11. 4. Thanksgiving Day

5회차 6. 10. Sports Day 13회차 11. 18. Early Christmas

6회차 6. 24.
Memorial Day 

(National Fla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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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9. 20.(수) 14:00~17:00 

● 장    소 : 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목적홀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및 학부모 200명

● 내    용 : 6가지 주제의 질문에 대한 영어 답변발표 및 영어 인터뷰

●●● 주요성과

ㆍ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행사 개최로 지역사회 자긍심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ㆍ다양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이야기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친근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 제공

●●● 운영내용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14:10~16:00
ㆍ1부(본선, 질문 및 답변발표, 96명) 

   학교별 6명 전원 1회 답변발표
ㆍ1인당 답변 : 1분 이내

2~3부 16:10~16:40 

ㆍ2부(결선, 질문 및 답변발표, 16명)

   학교별 대표 전원 1회 답변발표

ㆍ3부(파이널, 영어인터뷰, 8명) 

ㆍ학교 대표별 답변 : 1~2분

ㆍ자유 주제

시 상 16:40~17:00
ㆍ심사 및 학교별, 개인별 시상

ㆍ기념촬영 및 폐회식

ㆍ학교별(창의상,지혜상,열정상,도전상)

ㆍ개인별(최우수1,우수2,장려5)

꿈을 키우는 영어놀이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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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개요

● 기     간 : 2017. 1. 9 ~ 1. 13 (4박 5일)

● 장     소 : 대구경북영어마을(경북 칠곡)

● 대     상 : 동구 거주 초등 4~6학년, 83명(저소득 학생 16명 포함)

● 강 사 진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 선발 원어민 교사

● 내     용 : 수준별, 체험 위주 영어교육

● 운영방법 : 위탁운영(기숙형 캠프)

●●● 운영실적

● 총 83명 참여(※ 83명 수료)

●●● 주요성과 

ㆍ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미국 현지 학교의 수업과정을 체험하여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단기어학연수 효과로 참여자의 만족도 높음

ㆍ영어체험활동 및 원어민과 함께하는 교육기회 확대로 영어 학습에 대한 자발적 동기 부여

ㆍ영어 노출 기회 확대로 영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문화의 다양성 이해 

방학 영어캠프 운영





03  평생학습기관 운영
1｜ 동구평생학습관

2｜ 꽃바위문화관

3｜ 작은도서관

4｜ 청소년진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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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구평생학습관

●●● 학습관 개요

● 위     치 : 동구 진성8길 91(전하동)

● 시설규모 : 연면적 1,015.27㎡(3층)

     ※1층:전하작은도서관, 2ㆍ3층:동구평생학습관

● 연     혁

 - '99. 2. 24 여성사회교육원 개원

 - '10. 4. 15 장소이전(현 위치)

 -'15. 10. 29 바드래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

 -'17. 10. 17 동구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및 공간 확장(1개층→2개층)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남ㆍ여 누구나

● 운영방법 : 연 2회 운영

 - 제1차(36기) : 2. 1 ~  6. 30(5개월), 29개 강좌

 - 제2차(37기) : 7. 1 ~ 12. 31(5개월), 27개 강좌 ※ 8월 휴강

● 수 강 료 : 1만원/1만5천원(재료비 본인부담)

● 수강인원 : 1,088명 / 수료인원 661명 / 자격증 취득 276명 / 취ㆍ창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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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실적

● 운영과목ㆍ수료생ㆍ강사현황

회 차 강사명
수강인원 수료인원

계 36기 37기 계 36기 37기

계 1,088 552 536 661 345 316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박기숙 48 25 23 31 14 17

손님상차리기 반 박기숙 38 22 16 30 16 14

밑반찬 창업반 박기숙 42 21 21 23 12 11

남성한·중식조리사반 옥순자 43 22 21 31 16 15

미술심리상담사2급자격증반 정도경 47 22 25 39 19 20

미술심리상담사1급자격증반 정도경 15 - 15 11 - 11

캘리그라피2급자격증반 전은의 47 24 23 26 15 11

정리수납2급자격증반 이윤정 53 28 25 24 14 10

전각ㆍ수제도장만들기반 전은의 34 16 18 25 11 14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자격증반 오정민 47 22 25 34 16 18

힐링타로 상담사 리딩반 손금숙 31 14 17 4 4 -

힐링타로 상담사 자격증반 손금숙 44 21 23 32 19 13

한국사지도사 자격증반 김영희 48 23 25 31 15 16

금융&부동산자산관리반 최기성 24 24 - 6 6 -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반(수) 이예령 48 23 25 30 17 13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반(화) 이예령 19 19 - 9 9 -

가족상담사 자격증반 황선정 29 11 18 15 8 7

수화통역사 자격증반 이옥화 28 16 12 15 9 6

들꽃자수 자격증반 김정임 36 14 22 32 14 18

들꽃자수 기초반 김정임 19 19 - 14 14 -

연필정밀화 반 윤선미 32 12 20 20 9 11

종이접기 지도자 자격증반 김지숙 32 13 19 19 8 11

북아트&공예지도자 자격증반 김미정 16 12 4 4 4 -

손뜨개인형&리본자격증반 이옥희 27 12 15 11 7 4

패션디자인&기능사자격증반 박영자 51 25 26 40 19 21

홈패션 기초반 박정이 48 25 23 34 13 21

홈패션 창업반 김정연 40 18 22 22 11 11

염색천 생활소품 만들기반 박정이 36 15 21 18 8 10

내아이 의류만들기 이현정 34 19 15 17 11 6

의류 리폼ㆍ수선 창업반 이현정 32 15 17 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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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생 자격증 취득 및 취ㆍ창업현황

강좌명
자격증 취득

취ㆍ창업
계 36기 37기 비고

계 274 125 149 4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17 4 13 2명(취업)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반 12 - 12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반 36 18 18

캘리그라피2급 자격증반 6 2 4

정리수납2급 자격증반 12 7 5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자격증반 43 15 28 1급 : 18명, 2급 : 25명 1명(취업)

힐링타로 상담사 자격증반 31 16 15 1급 : 7명, 2급 : 24명

한국사지도사 자격증반 16 10 6 1급 : 5명, 2급 : 11명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반 60 35 25 1급 : 23명, 2급 : 37명

가족상담사 자격증반 22 12 10 1급 : 9명, 2급 : 13명

들꽃자수 자격증반 2 - 2

종이접기 지도자 자격증반 13 5 8
어린이지도 : 3명,
초급 : 9명, 사범 : 1명

북아트&공예지도자 자격증반 3 - 3
1급 : 1명, 2급 : 1명, 
창작공예 : 1명

패션디자인&기능사자격증반 1 1 - 1명(창업)

●●● 주요성과

ㆍ창업과 취업지원 및 자격증 취득 위주의 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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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 개요

● 위    치 : 울산 동구 문현3길 6(방어동)

 ※ 개관일 : 2011. 6. 28.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2,554.89㎡

● 시설현황

 - 지하1층 : 주차장

 - 1층 : 사무실, 방어동제2민원실, 작은도서관, 곰솔카페, 키즈카페

 - 2층 : 평생교육실, 교육실, 차밍룸, 샤워실, 갤러리실

 - 3층 : 다목적공연장, 동아리방1, 동아리방2

●●● 운영개요

● 문화강좌 :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성인·유아·어린이 등 60여개 운영

 - 강좌기간 : 3개월 12주 과정(분기별 진행)

 - 수강신청 : 연중(정원 미달 강좌 수시모집 ) 

 - 모집방법 : 방문, 전화 및 인터넷(http://www.donggu.ulsan.k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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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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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꽃바위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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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 문화강좌(2017. 4/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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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63 1,332 1,036

스포츠 
건강

(12개)

댄스스포츠&웰빙댄스 홍금진 09:00~09:50(월,수) 3개월 60,000원 30 12

줌바댄스 장민정 10:00~10:50(화,목) 3개월 60,000원 30 23

실버댄스 초급 조화야 13:00~13:50(수,금) 3개월 30,000원 30 18

실버댄스 중급 조화야 14:00~14:50(수,금) 3개월 30,000원 30 20

건강학춤 박영옥 11:00~11:50(월,목) 3개월 30,000원 30 17

다이어트 파워요가 정지영 09:00~09:50(화,목) 3개월 60,000원 30 30

남성힐링 파워요가(야간) 정지영 19:00~19:50(월,수) 3개월 60,000원 30 13

테라피요가 조희숙 10:00~10:50(월,수) 3개월 60,000원 30 30

이브닝 테라피요가(야간) 조희숙 20:00~20:50(화,목) 3개월 60,000원 30 30

임산부요가 박명순 11:00~11:50(수,금) 3개월 60,000원 30 5

다이어트 건강요가(야간) 박명순 19:00~19:50(화,목) 3개월 60,000원 30 30

필라테스(야간) 구진옥 20:00~20:50(월,수) 3개월 60,000원 30 26

문화
예술

(15개)

실버가락장구 이영순 10:00~10:50(월,목) 3개월 30,000원 15 15

사물놀이 양동위 14:00~15:20(월,목) 3개월 30,000원 25 14

한국무용 임지순 15:40~16:30(월,목) 3개월 30,000원 30 11

노래교실 김규리 14:00~15:20(목) 3개월 30,000원 50 30

서예 박화자 10:00~11:50(화) 3개월 60,000원 15 17

문인화 김귀섭 10:00~11:50(수) 3개월 60,000원 20 8

유화 최병화 13:00~15:00(월) 3개월 60,000원 13 12

서양화 최병화 15:30~17:30(월) 3개월 60,000원 15 10

서양화/드로잉(야간) 김현숙 19:00~21:00(월) 3개월 60,000원 15 9

직장인 기타교실(야간) 옥영미 19:00~20:30(화) 3개월 60,000원 20 14

어린이 드럼교실(초급) 정성채 17:00~17:50(화) 3개월 75,000원 7 5

성인 드럼교실A반(야간) 정성채 18:00~18:50(화) 3개월 75,000원 7 7

성인 드럼교실B반(야간) 정성채 19:00~19:50(화) 3개월 75,000원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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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쿨렐레&플룻(야간) 김옥희 19:00~20:30(목) 3개월 60,000원 15 10

성인
교육

(11개)

기초생활영어 김점순 10:00~10:50(화,목) 3개월 60,000원 15 14

중급생활영어 김점순 11:00~11:50(화,목) 3개월 60,000원 15 12

원어민 생활영어(기초)(야간) 마리아 19:00~20:30(월) 3개월 60,000원 15 7

원어민 중국어(기초)(야간) 김명석 19:00~19:50(화,목) 3개월 60,000원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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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화강좌 강사명 강좌 일시 수강료(원) 정원(명) 수강인원(명)

성인
교육

(11개)

원어민 중국어(중급)(야간) 김명석 20:00~20:50(화,목) 3개월 60,000원 15 6

원어민 일본어(초급)(야간) 고바야시 19:00~19:50(화,목) 3개월 60,000원 15 7

원어민 일본어(중급)(야간) 고바야시 20:00~20:50(화,목) 3개월 60,000원 15 14

캘리그래피(야간) 김효주 19:00~20:30(수) 3개월 60,000원 20 9

생활그림 천아트 이영림 14:00~15:30(수) 3개월 60,000원 20 15

POP&폼아트 이명희 14:00~15:50(금) 3개월 60,000원 20 4

한지공예&자수 황채원 14:00~16:00(목) 3개월 60,000원 20 7

유아
(16개)

노부영 A 김종순 16:00~16:40(월) 3개월 45,000원 12 6

노부영 B 김종순 17:00~17:40(월) 3개월 45,000원 12 3

뮤지컬영어A(5~7세) 송경옥 17:00~17:40(월,목) 3개월 60,000원 12 12

뮤지컬영어B(5~7세) 송경옥 17:00~17:40(화,수) 3개월 60,000원 12 12

펀펀파닉스 송경옥 16:00~16:40(화,목) 1개월 15,000원 12 11

플레이위스퍼A(15~30개월) 김진미 10:00~10:40(월) 3개월 45,000원 12 7

플레이위스퍼B(10~17개월) 김진미 10:40~11:20(월) 3개월 45,000원 12 14

아기놀이터A(3~10개월) 김진미 11:20~12:00(월) 3개월 45,000원 15 6

아기놀이터B(3~10개월) 김진미 12:00~12:40(월) 3개월 45,000원 15 13

아기놀이터C(3~10개월) 김진미 12:40~13:20(월) 3개월 45,000원 15 15

뮤직가튼A(6~12개월) 정조희 12:20~12:50(화) 3개월 45,000원 13 13

뮤직가튼B(13~18개월) 정조희 13:00~13:30(화) 3개월 45,000원 13 13

뮤직가튼C(19~24개월) 정조희 13:40~14:10(화) 3개월 45,000원 13 9

아이클레이(6~7세) 문수연 17:00~17:50(화) 3개월 45,000원 15 9

창의블럭(4~6세) 방민영 17:00~17:40(금) 3개월 45,000원 12 12

신나는과학실험(초등) 최민경 16:00~16:50(금) 3개월 45,000원 15 15

토요
강좌
(8개)

방송댄스(초등) 장정미 10:00~10:50(토) 3개월 45,000원 30 24

어린이 기타교실 옥영미 10:30~11:20(토) 3개월 45,000원 20 9

오조봇 코딩교실 최민영 11:40~13:00(토) 3개월 60,000원 20 20

어린이 주산수학교실A 박영례 10:00~10:50(토) 3개월 45,000원 12 13

어린이 주산수학교실B 박영례 11:00~11:50(토) 3개월 45,000원 12 11

원어민 생활영어(초급) 마리아 10:00~11:30(토) 3개월 60,000원 15 9

창의미술 A반(6~7세) 진달래 09:40~10:30(토) 3개월 45,000원 12 8

창의미술 B반(6~7세) 진달래 10:40~11:30(토) 3개월 45,000원 12 11

인문학 
강좌

하이든의 세 가지 비밀 홍승찬 14:00~15:30(목) 무료 150 200

협약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극단무 10:00~13:00(토) 무료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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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토요놀이마당

연번 놀이명 체험일시 참여인원(명)

총계 11회 168

1 오방투호례 2.18.(토) 13:00 14

2 같은모양찾기 3.18.(토) 13:00 13

3 공옮기기&꼬리잡기 4.15.(토) 13:00 20

4 숫자망차기 5.20.(토) 13:00 8

5 칠교놀이 6.17.(토) 13:00 24

6 제기차기 7.15.(토) 13:00 7

7 풍선축구 8.19.(토) 13:00 17

8 열 발 뛰기 9.16.(토) 13:00 22

9 땅따먹기 10.21.(토) 13:00 13

10 까막잡기 11.11.(토) 13:00 16

11 발야구 12.16.(토) 13:0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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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공연장 운영현황

● 기획공연

연번 공연명 공연단체명 공연일시 관람인원

총 계 20회 2,357

1 착한 동생 못된 형 극단 토마토 03.21(화)  
10:00, 11:00 (2회) 277

2 JAZZ BLOSSOM IN SPRING 박진아JAZZ퀼텟 03.27(월) 17:00 95

3 꼬마 오즈 극단 장자번덕 04.18(화)  
10:00, 11:10 (2회) 142

4 에카테리나 푸시카렌코 초청 
Guitar Recital 김희홍(Almar Guitar) 05.27(토) 17:00 88

5 일루전 매직콘서트 S2매직 엔터테인먼트 06.17(토)  
17:00, 19:30 (2회) 243

6 울산농악보존회와 함께하는 제2회 
동구어르신 초청 국악한마당 울산농악보존회 06.20(화) 10:30 130

7 울산바위 국악동인 休 07.15(토) 17:00 82

8 명화콘서트 콘체르티노 앙상블 09.16(토) 17:00          65

9 아기돼지 삼형제 한마음 실버극단 10.17(화)  
10:00, 11:10 (2회) 231

10 내가 좋아하는 가을노래 장상익 오카리나 11.11.(토) 17:00 123

11 Old and Wise 극단 無 11.25.(토)  
14:00, 17:00 (2회) 140

12 수험생을 위한 국악한마당 울산농악보존회 12.07.(목) 10:00 290

13 빨간 모자 극단 토마토 12.19.(화)  
10:00, 11:10 (2회) 301

14 크리스마스 매직쇼 S2매직 엔터테인먼트 12.23.(토) 17: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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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상설공연

연번 공연명 공연단체명 공연일시 관람인원

총 계 12회 965

1
울산농악보존회와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울산농악보존회 05.24(수) 19:00 60

2 Story in Music 드림하이 앙상블 06.14(수) 19:00 90

3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장상익 오카리나 06.21(수) 19:00 100

4
동구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제1회 수요공연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07.05(수) 19:00 100

5 선율의 아름다움이 기타 줄을 타고 꽃방하모니 07.12(수) 19:00 64

6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나들이 음악회 참소리 오카리나 앙상블 09.13(수) 19:00 150

7 국악의 향연 울산농악보존회 09.20(수) 19:00 55

8 가을 음악 산책 프레소앙상블 10.11(수) 19:00 42

9 가을과 함께하는 팝 콘서트 룬디마틴 10.18(수) 19:00 41

10 팝 재즈 콘서트 솔메이트 11.08(수) 19:00 83

11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11.15(수) 19:00 132

12 7080 라스트 콘서트 열린음악회 11.22(수) 19:00 48

●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연번 공연명 공연단체명 공연일시 관람인원

총  계 9회 1,805

1 내가 사랑한 Jazz&Pop콘서트 룬디마틴 04.26(수) 19:00 100

2 봄에 울리는 소리 동구여성합창단 05.31(수) 19:00 150

3 동요콘서트 콘체르티노 앙상블 06.28(수) 19:00 260

4
방어진이 간다 극단 무량대수

07.26(수) 19:30 540

5 08.30(수) 19:00 225

6 가을에 울리는 소리 동구여성합창단 09.27(수) 19:00 88

7 코믹매직콘서트 루팡매직 10.25(수) 19:00 179

8 soundwell-그대에게 소리샘 11.29.(수) 19:00 150

9 story in music 드림하이 12.29.(수) 19:0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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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영화상영

연번 구분 상영작 상영일시

총계 23회

1

여름·겨울
방학특선 
무료영화
(21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11.(수) 10:00

2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1.11.(수) 14:00

3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1.11.(수) 18:30

4 해리포터와 불의 잔 1.13.(금) 10:00

5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1.13.(금) 14:00

6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1.18.(수) 10:00

7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1.18.(수) 14:00

8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 1.18.(수) 18:30

9 드래곤 길들이기 2.1.(수) 10:00

10 라따뚜이 2.1.(수) 14:00

11 겨울왕국 2.1.(수) 18:30

12 니모를 찾아서 8.9.(수) 10:00

13 도리를 찾아서 8.9.(수) 14:00

14 명량 8.9.(수) 18:30

15 어린왕자 8.16.(수) 10:00

16 마이펫의 이중생활 8.16.(수) 14:00

17 검사외전 8.16.(수) 18:30

18 명탐정 코난 8.23.(수) 10:00

19 뷰티 인사이드 8.23.(수) 14:00

20 부산행 8.23.(수) 18:00

21
문화가있는날 

무료영화 
(3회)

인턴 1.25.(수) 18:30

22 주토피아 2.22.(수) 18:30

23 베테랑 3.29.(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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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은도서관

●●● 도서관 이용안내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 이용시간 : 10:00~18:00

● 대출권수 : 1인 5권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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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공립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현황

도 서 관 명 규  모 장서수 등록회원 열람석 개 관 일 특  성

남목작은도서관

(남목1동주민센터 2층)
178.8㎡

18,906

(DVD 918)
5,787 27석 2010. 2. 5 청소년

전하작은도서관

(동구평생학습관1층)
336㎡

21,690

(DVD 784)
5,723 34석 2010. 7. 1 다문화

화정작은도서관

(화정동주민센터1층)
107.8㎡

17,740

(DVD 811)
6,237 20석 2009. 2. 24 어린이

꽃바위작은도서관

(꽃바위문화관1층)
216㎡

22,381

(DVD 497)
4,470 35석 2011. 6. 28 어린이

※ 전하작은도서관 다문화 도서 : 7개 국어 3,268권(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태국, 필리핀, 영어)

●●●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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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현황

● 지원내용 : 도서구입비 

● 지 원 액 : 관내 사립도서관 17개 24,000천원 지원(구비)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현황

도 서 관 명 소  재  지 운영주체 장서수 등록일

꿈샘도서관 동구 남목18길 27 울산갈릴리교회 9,100 2004.04.06

상록수독서문화원 동구 문재2나길 4 선교교회 2,800 2004.06.25

해누리문고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01
해누리지역
아동센터

8,000 2004.12.02

더불어 숲 동구 대학길 40-1 더불어 숲 5,533 2010.06.07

로뎀나무작은도서관 동구 꽃바위로 380 세계비전교회 2,000 2012.08.29

맑은숲작은도서관 동구 명덕6길 29 명성교회
10,100

(DVD 60)
2013.03.24

한마음도서관 동구 바드래1길 30 (주)현대중공업 27,613 2013.04.12

푸르지오작은도서관 동구 봉수로 250
전하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4,257 2013.06.25

휴(休) Book 사랑방 동구 등대4길 25
방어휴먼시아
임차인대표회

2,684
(DVD 10)

2013.08.14

크레파스 작은도서관 동해안로 98 예닮교회 2,758 2013.12.23

초록우산 북카페 월봉10길 14
울산화정종합
사회복지관

2,200 2014.02.28

아우름쉼터 북카페 방어진순환도로 733
삼전아이필하모니 
입주자대표회의

1,500 2014.10.31.

온유작은도서관 녹수3길 47 울산온유교회 2,800 2015.08.20.

대왕암엘크루작은도서관 등대4길 26
대왕암엘크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00 2016.9.19

서부징검다리작은도서관 방어진순환도로 995
서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500 2017.1.17

바다가보이는 작은도서관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소년문화의집 3층)
동구청소년

문화의집관장
2,174

(DVD 282)
2008. 4. 1

전하2동작은도서관
동구 진성4길 45

(전하2동주민센터 1층)
전하2동

주민자치위원회
1,000 2015. 10. 13

●●●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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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작은도서관

● 상설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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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재능기부(과학놀이) : 1~3주 토요일 11:00 (모자열람실)

● 상ㆍ하반기 문화프로그램

   - 두뇌계발 보드게임 : 매주 화요일 16:00 / 초등 한자 : 매주 수요일 15:00

   - 우쿨렐레 성인반 : 매주 목요일 10:00 / 엄마랑 아이랑 책놀이 : 격주 수요일 16:00

   - 어린이 중국어 회화 : 매주 토요일 14:00 / 중국어 회화 성인반 : 매주 화요일 10:00

● 방학특강 프로그램

   - 창의 독후활동, 블록 필통만들기, 창의 역사 교실, 재활용 창의 만들기 등

●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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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시설 순회문고 : 분기별 1회, 회별 60여권 도서 대출

● 학습동아리 운영

   - 생활소품 꽃자수반, 보드게임 지도, 독서모임 '그아이', '책놀이', '필사 동아리' 등

● 울산문인협회 지원 연계프로그램

   - 지역작가 저자사인회 : 시조 시인 김정수, 수필가 이명길

● 중부도서관 지원 연계프로그램

   - 내 마음을 두드리는 독독: 동물 매개치료 창의 독후활동

   - 책 읽고 민화그리기 체험

● 특별프로그램

   - 도서관 주간ㆍ독서의 달 어린이극 공연, 심폐소생술 교육

   - 토요 문화학교 '소풍' 놀이 프로그램 : 초등 대상 4.1~11.25 매주 토요일

   - 나도 동화구연가 : (평생교육팀 연계) 성인대상 동화 구연 수업

   - 성인을 위한 금융교육, 아트 프린팅화 전시 , 문학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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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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책 읽고 풍선만들기 : 토요일 15:00~16:00 (월1회)

 - 동화 속 아이클레이 : 수요일 15:30~17:30 (월1회)

● 독서ㆍ문화프로그램 

 - Talk about english(영어대화) : 1ㆍ4주 토요일 11:00~12:00 (10월~12월)

 - 멋진 오빠(형)가 영어그림책 읽어주기 : 1ㆍ3주 토요일 14:00~14:30 (1월~8월까지)

 - 탈무드 창의수학 : 2주 토요일 15:00~16:00, 16:00~17:00 

 - 초등한자교실 : 매주 목요일 16:00~17:00

 - 문현고와 함께하는 과학실험 : 2주 토요일 11:00~12:00 (월1회)

 - 유아종이접기 : 매주 화요일 16:00~17:00

 - 놀면서 배우는 수학 : 2ㆍ4주 토요일 15:30~17:30 (월2회)

 - 엄마랑 아가랑 책놀이 : 2ㆍ4주 화요일 16:00~16:50 (월2회)

 - 동화읽고 우드아트 : 수요일 16:00~17:30 (월1회)

 - 창의사고력 보드게임 : 금요일 16:00~17:00 (월4회)

● 방학특강 프로그램 

 - 나만의 책 만들기, 책 읽고 냅킨아트

 - 이야기가 있는 성인미술, 이야기가 있는 초등미술, 

  이야기가 있는 재활용 만들기, 

     동화 쿡쿡(요리수업), 베이비돌 방향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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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행사(2월)    

 - 도서관 주간(4월)

 - 독서의 달(9월)               

 - 냅킨수납함 만들기, 동화 읽고 재활용 만들기, 블록필통,  

  나의 캘리 class, 크리스마스 캘리특강, 향초만들기, 

  리본아트, 초등종이접기, 독서가방만들기 등

 ※ 프로그램 접수일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0시부터 

  방문접수, 1시 이후부터 전화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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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위작은도서관

● 독서ㆍ문화프로그램

● 도서관 행사
 - 도서관주간 : 나만의 도서회원증보관함 만들기, 도서관 삼행시 짓기, 책갈피무료배부 등
 - 도서관개관 : 팥죽할멈과 호랑이 인형극 공연 및 체험특강 등
 - 독서의 달 : 캐릭터로 만나는 블록필통 만들기, 도서교환전, 전통문양의 엑세서리 만들기 등

● 특화프로그램
 - 달마다 책방(북아트) : 월1회 3주 토요일 10:30~11:30
 - 찾아가는 미니도서관(동구청) : 월4주 화요일 12:00~15:00
 - 사람책 빌려드립니다! 빅북(Big-Book)공연 : 매월 3주 13:30~17:30

● 소외계층 평생학습역량 연계프로그램 - 내 안의 자신감 길들이기 : 독서치료교실(초등)

●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협력프로그램 - 2017도서관문화가 있는 날 운영

● 꽃바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현황

내용 운영시간 동아리명 운영시간

(유아)오감발달 종이접기 매주 금요일 17:00~18:00 (초등)꿈을 꾸는 그림책 놀이 매주 수요일 16:30~17:30

(초등)생각이 뛰어노는 한자! 매주 화요일 16:30~17:30 (초등)창의수학교실 매주 목요일 16:30~17:30

(초등)책을 읽어요! 마음을 읽어요! 매주 수요일 16:30~17:30 (성인)페라페라 여행일본어교실 매주 금요일 10:30~11:30

●  방학특강 프로그램
 - 체험특강 : 나만의 팽이 만들기, 미니수첩 만들기, 걱정인형 만들기, 가죽공 등
 - 빅북(Big-Book)공연 / 사람책 빌려드립니다!

●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 도서관은 내 친구 : 매주 수, 금요일 오전 10:30~11:30 (참여수: 1,308명)

●  학습동아리 운영

동아리명 운영시간 동아리명 운영시간

성인한자동아리 매주 수요일 10:00~12:00 빅북(Big-Book)구연팀 월1회 3주 토요일 11:00~16:00

꽃바위 독서회 매주 수요일 10:00~12:00 독서마인드동아리 월2회 2,4주 목요일 10:30~12:30

도서보수팀 월2회 2, 4주 10:00~14:00 창의수학동아리 월2회 1,3주 금요일 10:00~12:00

지원 사업명 내용

중부도서관 지원연계
- 여름방학 특강 연계 : 찾아가는 낭독&토론*2회 
- 인형극 공연 :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 작은도서관 도서관정리용품 지원 사업선정 : 사무용품 지원

울산문인협회 지원연계 - 지역작가 초청 저자사인회 : 시인 김성춘, 소설가 전혜성 (50명 참여)

울산동구청
평생교육지원연계

-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 : 재미있는 글쓰기(최옥연 수필가)
- 내 안의 나, 책과 함께 마음치유(성인) : 윤미숙 독서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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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 센터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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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사업 : 자유학기제 지원(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등), 창의학습 및 진로진학 활동

   (자기주도학습, 꿈발표대회 '꿈톡', 대학탐방 '미리 가보는 대학', 대입특강 등), 

                   부모역량사업(학부모진로지원단 '부전자전', 학부모 진로특강)

 - 기획사업 : 웹툰창작체험관(웹툰제작교실 등)

 - 기반사업 :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 주요 프로그램 운영 결과

● 자유학기제 영역  

 - 현장직업체험 "우리동네일터" : 남목중 등 11개교/15회/144강/1,976명

 - 직업실무체험 "단디JOB자" : 대송중 등 11개교/19회/208강/2,687명

 - 직업인특강 : 화진중 등 14개교/87회/620강/20,577명

 - 주제선택활동 : 명덕여중 등 4개교/74회/74강/1,700명

 - 동아리활동 : 명덕여중 등 1개교/32회/32강/688명

 - 예체능활동 : 일산중 등 3개교/95회/95강/2,172명

● 창의학습 영역

 - 창의인성교실 : 주전초 등 4개교/13회/39강/792명

 - 자기주도학습 : 화암중 등 1개교/13회/13강/272명

● 진로진학 영역

 - 꿈발표대회 "꿈톡" : 1회/140명

 - 대학탐방 "미리가보는대학" : 남목고 등 4개교/1회/25명

 - 대입특강 : 남목고 등 3개교/5회/5강/526명

 - 진로상담 : 7회/7강/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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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9개 중학교 자유학기제 4개 영역 모두 지원

 - 진로탐색영역의 직업체험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진행되는 교과연계형 주제선택활동 등 

  모든 영역을 지원함

● 동구청소년진로지원단 "커치스" 운영

 - 자녀의 올바른 진로탐색을 위해 시작한 학부모진로지원단이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강사팀  

  "커치스"를 결성하여,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진로전문강사로 활동 (화암중 등 3개교 17회 54강)

 - 진로전문가양성과정 1, 2급 모두 수료하고, 자율스터디 운영 및 전문교육 이수 등을 통해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 학부모가 진로전문가가 되어 전문강사로 활동함으로써, 고용창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옴

● 웹툰 특화 자유학기제 시스템 "프리패스" 운영

 - 유망직종으로 각광받는 ‘웹툰작가’라는 새로운 직업체험 제공과 함께, 청소년의 연속 

  적인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3단계 진로지원 시스템 구축

  (①직업체험활동 ▶ ②진로탐색활동 ▶ ③진학/취업지원)

 - 울산애니원고와의 MOU를 통해 웹툰 관련 학교/학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진로ㆍ진학  

  컨설팅 제공

 - 웹툰전문인력을 자체 양성하여, 웹툰작가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1:1진로멘토링 제공 및  

  웹툰 분야 진출/취업 방향성 제시

● 부모역량 영역

 - 학부모진로지원단 "부전자전" : 31회/245명

 - 학부모진로특강 : 12회/251명

● 외부지원 사업

 - 웹툰창작체험관 : 898회/2,275명





04  부록
1｜보도자료

2｜ 평생학습 관련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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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련 지원사업공모

1│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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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래평생학습관 개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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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징검다리작은도서관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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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전략 교육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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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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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평생교육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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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있는날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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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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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스포츠지도사 양성과정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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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위문화관 기획공연

울산 동구, 꽃바위문화관 다채로운 기획공연 펼쳐져

2017.03.08

울산 동구 꽃바위문화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올해 연중 행사
로 무대에 올린다.

25일 ‘JAZZ BLOSSOM IN SPRING’을 시작으로 월평균 2회 이상의 공연을 기획해 평일에는 취학전 
아동을 위한 전래동화 아동극과 인형극을,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관람할 수 있는 대중음
악, 클래식, 마술, 마임 등의 공연을 추진한다.

특히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자체 기획공연과 외부 지원공연을 적극 유치해 
다채로운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꽃바위문화관 관계자는 “올해 기획공연을 통해 문화관이 지역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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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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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구민교양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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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영어광장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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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평생교육 거점기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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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로 빚는 인생테라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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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초등학생 가족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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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학습포구마을학교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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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로 빚는 인생테라피 시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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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러닝맨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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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 어풍단오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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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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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케어 정리수납 특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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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학교 개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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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동맹 평생학습도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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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나는 삶' 개강



812017 평생교육 추진성과

꽃바위문화관 여름방학 무료 영화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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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어울림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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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놀이지도사 양성과정 개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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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하트그라피 재능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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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권역별평생학습프로그램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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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러닝맨 학교 야자타임 강좌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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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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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로 빚는 인생 테라피 심화과정'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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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첫 장애인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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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래문화관, '동구평생학습관'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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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래문화관, '동구평생학습관'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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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1주년 기념행사 운영



932017 평생교육 추진성과

5060청바지 생애설계프로그램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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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자원활동가 자유학기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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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선정 1주년 기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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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청춘은바로지금부터'선진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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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평생학습관,인문학과 썸타기 감성을 더하다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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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방과후활동 발표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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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나는 삶'프로그램 학습나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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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도우미 직무교육 심화과정'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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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불모니터링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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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생학습 관련기관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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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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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직자지원센터 동구 명덕로 19 (서부동) 209-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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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꽃바위로 325 (방어동) 209-4150 209-4159

6 일산동 주민센터 동구 번덕7길 30 (일산동) 209-4180 209-4189

7 화정동 주민센터 동구 대송로 140 (화정동) 209-4210 209-4219

8 대송동 주민센터 동구 대송5길 10 (화정동) 209-4256 2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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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하2동 주민센터 동구 진성4길 45 (전하동) 209-4300 209-4308

11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170 (서부동) 209-4360 209-4368

12 남목2동 주민센터 동구 명덕6길 33 (서부동) 209-4390 209-4399

13  남목3동 주민센터 동구 동해안로 100 (동부동) 209-4420 209-4429

14 동부도서관 동구 봉수로 505 (서부동) 241-2300 2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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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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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화정작은도서관 동구 대송로 140 (화정동) 209-3950 2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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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동구문화원 동구 화진6길 4 (화정동) 251-2261 251-2271

20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 문현5길 27 252-1365 209-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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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동구 월봉10길 14 (화정동) 236-3139 23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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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동구 진성12길 120 (전하동) 716-0030 716-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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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25 방어진노인복지관 동구 꽃바위로 356 700-4135 716-0070

26 동구장애인복지관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73-1 710-5991 710-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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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보훈복지회관 동구 문현5길 27 (방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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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동구가정폭력상담소 동구 내진길 18 (방어동) 252-6778 236-2461

31 동구청소년지원센터 동구 남목9길 13 (서부동) 233-5279 23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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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동구 남목9길 13 (서부동) 234-5850 234-5839

34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동구 봉수로 155 3층 (화정동) 236-3838 23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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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전하체육센터 동구 봉수로 285 (전하동) 235-4411

37 화정체육관 동구 대송로 140 (화정동) 233-9222 

38 동구국민체육센터 동구 봉수로 153번지 (화정동) 232-4141 23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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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울산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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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동) 202-2353~4 250-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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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한마음회관 동구 바드래1길 30 (전하1동) 209-7900 233-5014

46 (사)현주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대학 평생교육원 101호(화정동) 230-0818 23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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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99 (서부동) 250-4560 25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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