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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 정 복 지

1. 모･부자가정 지원

 가. 모․부자가정 현황

  ▢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모･부자세대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모･
부자세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으로서 생계 곤란, 자녀교육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실정으로, 모･부자가정 중 요보호세대에 대해서는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이 자립 기반조성, 자녀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 자립지원금 지

원,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 교통비등 모․부자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 2007년 모･부자가정 현황 
(가구수/가구원수)

구 분 계
모･부자복지법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미보호

모자가정 729/1,987 263/662 263/662 - - 466/1,325 -

부자가정 182/478 72/187 72/187 - - 110/291 -

 나. 모․부자가정 주요 지원 사업

  ▢ 자녀학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 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

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 지원내용 : 학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만6세미만 아동
    ❍ 지원 기준 : 1인당 50,000원/월
    ❍ 지 원  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복지자금 대여
    ❍ 저소득 모․부자 가정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20억)



제2절  노 인 복 지

  우리구의 노인인구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25,032명으로 구 전체 인구

(92,494명)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심각해져 가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

한노인회금정구지회와 종합복지관등과 연계하여 노인협동농장, 노인건강강좌, 노

인교실 등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노인소득보장

을 위한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후생활이 보람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

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8년도에도 사회보장적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복

지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 노인복지시설 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가정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노인

에게 이용자 중심의 요구와 욕구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지원 및 노인시설의 운  

및 관리로 최적의 생활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장 주 소
입소자 현황

전화번호
정원 현원

노인

시설

신망애노인요양원 한대 장전동502-13 100 90 582-1664

신망애치매요양원 박선자 “ 502-24 90 74 517-7881

동래양로원 임 호 “ 산38-25 100 90 582-1468

동래노인요양원 장병원 “ 70 70 518-8275

애광양로원 이지연 “ 503-77 121 32 514-7717

애광노인요양원 황 진 “ 503-78 130 120 582-0756

애광치매요양원 김숙현 “ 503-77 160 123 514-7737

실비

시설

금정실비
노인요양원

양원모 청룡동39-5 84 53 508-8822

성심어머니집
(실비전문)

박상화 장전동501 45 21 515-0834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금정복지관
부설 재가복지관

황춘화 금사동545-22
가) 80
주) 20

84
17

532-0115

규림단기보호센타 박 효 장전동502-25 9 9 582-1234

동부노인주간
보호센터

변상 서4동186-2 20 18 529-9091

성심어머니집
주간보호센터

박상화 장전동501 주) 20 10 515-0834



구분 시설명 시설장 주 소
입소자 현황

전화번호
정원 현원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애광재가복지관 유희자 장전동503-78
가) 80
주) 30
단) 30

84
18
24

581-8049

남광재가복지관 박서춘 노포동산15
가) 80
주) 30
단) 10

85
33
10

508-2894
단)508-5395

사랑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박옥순 남산동27-16 가) 80 40 010-6388-5014

유료 초원의집 안혜식 부곡동200-63 40 40 582-1562

 나. 노인시설 운 비지원 및 관리

  ▢ 수용자 관리 및 시설지도 점검을 년4회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의 복지시설  
   운 을 유도하고,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7개소에 7,339,190천원, 재가노인복지   

   시설 5개소에 973,905천원을 지원하 다.

 다. 노인시설 확충사업

  ▢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애광치매전문요양원 증축을 지원하고 
규림주간보호센터, 동부․사랑․광애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4

개소)에 노후된 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 다.

2. 노인의 건강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추진

 현재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노인복지 시책의 재조정은 물론 노인들의 생활환경, 

주거 실태등을 고려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관련 주요 복지사업〉

사 업 명 대 상
수혜인원

(명)
서비스 내용

2007년

실적

노인돌보미

사      업

만65세 이상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

141

- 청소, 식사보조, 세면․목욕, 

  세탁, 외출동행, 말벗 등

  가사지원 서비스

79명



사 업 명 대 상
수혜인원

(명)
서비스 내용

2007년

실적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소득수준, 부양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약660

-지도사 1명이 노인10명 담당

-주1회 안부확인(건강,생활 등)

-주1회 생활교육(일상생활보조)

-복지욕구 파악 및 연계

․안부확인 :

  20,226명

․서비스연계 :

  994건

․생활교육 : 

  81회/1,760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만65세 이상 거동

불편 독거노인 
240

-신체수발(식사,용변,간병 등)

-생활지원:도시락 배달,밑반찬

  등 종합 가사지원 서비스

연인원

11,520명/

216,000천원

노인교통수당 만65세 이상 노인 24,000

-1인당 분기별 지급

 수급자 노인(48,000원/분기)

 일반노인(30,000원/분기)

연인원

98,764명/

2,824,400천원

경로연금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 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

2,800

-1인당 매월지원

 수급자 노인(45,000원/월)

 저소득 노인(35,000원/월)

연인원

33,576명/

1,461,953천원

노인건강진단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1,000

-검사항목

 1차진단 : 진찰외 11항목

 2차진단 : 정 검사외 29항목

783명/

16,627천원

세치매노인

보호비 지원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중

치매노인가구

13 -1인당 월 50천원 지원

연인원

153명/

7,050천원

4.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가. 추진방향

  ▢ ’06년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내용을 반 하여 사업의 내실화 

  ▢ 노인일자리 유형을 단순일자리(공익형)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老-老케어(복지형), 경륜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형  

     일자리 비중 확대 추진

     (2006년 복지형 8%, 교육형 11%  ⇒ 2007년 복지형 18.6%, 교육형 22.3%)

  ▢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다변화로 민간기관에 위탁 확대 실시
    (2006년 4개소 → 2007년 7개소)

  ※ 2007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결과 부산시 최우수, 보건복지부 우수상 수상



 나. 2007년 추진실적

  ▢ 참여실적                                            (단위: 일자리수, 명)
구 분 추진기관 목표인원  참여인원 참여실적(%)

총 계 650 701 108

공익형
금정구 181 207 114

노인회취업지원센터  78  87 112

복지형

금정구  36  37 103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10  12 120

애광재가노인복지기관  20  21 105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35  38 109

예닮복지법인  10  12 120

교육형

금정시니어클럽 105 106 10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10  12 120

남광종합사회복지관  10  11 110

금정청소년수련관  10  10 100

예닮복지법인  10  10 100

시장형 금정시니어클럽  89  89 100

인력파견형 노인회취업지원센터 36 36 100

  ▢ 예산집행 실적(총괄)                                         (금액 : 천원)
참여인원

(명)

총예산액

(A)

사업비집행 집행잔액

(A-B)계(B) 인건비 사업비

701 954,000 953,841 758,094 195,747 159

  ▢ 사업유형별 집행실적                                   (금액: 명, 천원)
구 분 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참여자 701 294 150 132 89 36

사업비 953,841 353,691 224,750 225,450 146,350 3,600

5. 노인협동농장 운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들께 경작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과 회원 

상호간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고, 근로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

도록 노포동 651번지 1,180㎡의 휴경지를 활용하여 경로당별 주1회정도 교대



로 물주기, 풀뽑기 등 작물을 재배하는 「경로당 노인 협동농장」을 운 하고 

있다. 관내 17개소의 경로당에 130여명의 노인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상추, 쑥

갓, 무)은 참여노인과 불우이웃에게 제공하고 있다.

6. 노인관련시설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실적 2008년 계획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계 140 367,276 129 384,640

경로당 운 비(개소) 117 240,360 117 248,240

금정지회 운 (개소) 1 10,000 1 10,000

경로당 보수비 (개소) 11 38,360 5 10,000

경로식당운 비(개소) 6 108,906 6 114,000

노인교실운 비(개소) 6 14,400 9 21,600



제3절  장 애 인 복 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등록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각종 

시혜를 받고 있으며, 오늘날 장애인 범주 확대로 등록 장애인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등록 장애인에 대하여는 계속 홍보하고 있다.

                       <장 애 인 등 록 현 황>         
2007.12.31 현재

  유형

등급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
체

자폐증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계 9,577 4,771 1,152 1,069 862 587 67 459 247 108 91 36 11 64 53

1 급 831 152 277 140 13 144 27 47 8 3 10 8 0 1 1

2 급 1,654 340 331 40 196 247 29 239 176 17 21 10 0 0 8

3 급 1,824 740 304 57 161 196 11 172 0 88 60 10 3 7 15

4 급 1,274 882 100 39 183 0 0 1 1 0 0 0 8 31 29

5 급 1,745 1,313 85 71 181 0 0 0 62 0 0 8 0 25 0

6 급 2,249 1,344 55 722 128 0 0 0 0 0 0 0 0 0 0

2. 장애인 복지사업 현황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   각종 수당, 의료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제 및 각종요금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민․관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 원 사 업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실적 2008년 계획

인 원(명) 예산액 인 원(명) 예산액

재활보조기구 38 4,104 40 4,500

생계보조수당 1,510 210,860 1,560 217,800

장애수당 18,101 1,415,550 1,890 2,160,000

의료비 지원 2,415 53,038 3,100 85,000

자녀 교육비 24 7,225 25 8,000

장애아동부양수당 78 138,620 83 162,000

장애인등록진단비 79 1,785 113 2,000

자립자금대여 3 35,100 5 100,000

사랑의수화교실 60 1,000 60 2,000

장애인활동보조지원 80 131,061 90 529,293

주민센터도우미 18 76,566 18 184,680

3. 장애인복지시설 운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

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자신

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 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도모하고 있다.

 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대표
이사 시설장 주 소

시설면적(㎡)
정원 종사

자수 전화번호
부지 건물

선아원 송광호 임경실 장전동38-6 9,622 1,667 76 24 582-0089

금정구근로작업장 박동진 서1동502-4 610 763.1 40 3 524-4323

사랑홈(공동) 김금자 부곡1동337-3 55.34 5 1 552-9025

동부수화통역센터 이광호 장전1동213-3 24.0 50 3 513-6350

성바오로요양원 도명숙 이선희 부곡3동8-10 6,928 2,926 30 13 514-6988
  

 

 나. 장애인복지시설 운 비지원 및 관리



  ▢ 수용자 관리 및 시설지도 점검을 년4회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 을 유도하고, 시설당 기본지원과 생활장애인 수 기준 등으로    

   생활장애인 보호비, 시설관리비, 의료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등의 6개시설에  

   운 비등을 지원하 다.

4. 금정구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  현황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활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적응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목욕탕을 개방하여 신체적인 핸디캡

이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대중탕이용을 기피하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여 사회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의 장

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발무료서비스 제공, 체력단련실, 노래방, 무료건강검진 운  등

으로 장애인들이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 근로작업장 현황
    ❍ 위    치 : 금정구 서1동 502-4번지, 대지 610㎡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63.10㎡

종사자 수
건물현황 참여인원

(근로자 수)
운

층 별 용 도 면적(㎡ )

4명

(시설장 1,

직업재활교사3)

지하1층 목욕탕 및 식당 298.00

22명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금정구

장애인협회(위탁운 )

1층 사무실 100.60

2층 작업장 121.50

3층 작업장 121.50

4층 교육장 및 강당 121.50

5.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부지조성 현황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나, 장애인이 10,000여명으로 증가추세로 보아 복지시설이 필요하나 장

애인복지관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치료 및 재활사업등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시설 및 체계가 필요

하고

  「1구․군 1장애인복지관 확충계획」에 의거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기반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부지조성이 우선 필요한 과제

로 복지관부지 조성현황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복지관 부지조성 현황
    

연번 주  소
취 득 사 유

(기 부 자)
취득연월일

토지면적

(㎡)

건물면적

(㎡)
비고

합 계 935.7

1 서1동 502-4
기부채납(토지)

(부산시장애인총연합회금정구지부)
2001.10.30. 637

763.1

(2003.2.27)
금정구

2 서1동 150-72
매 입(토지,건물)

(131,678천원)
2005. 9.14 131.7 130.08 금정구

3 서1동 502-7
기부채납(토지)

(김 정 옥)
2005. 9.14 29 - 금정구

4 서1동 502-3
기부채납(도로)

(김 진 화)
2007. 5.22 109 - 금정구

5 서1동 502-7
이무연

(토지매입)
2007.11.23 29 - 금정구



제4절  아 동 복 지

1. 보육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급격히 가족의 양육기능이 약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육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급

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보

육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육행정 또한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

라서 아동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보육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육시설 총괄

  관내 보육시설은 128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국․공립은 5개소, 법인은 8개소, 직

장은 3개소, 민간․가정은 111개소, 부모협동조합보육시설은 1개소로서, 표1과 같이 

전체적으로 민간․가정형태의 보육시설이 대부분이며, 아동정원은 4,738명이다 

  ▢ 보육시설 현황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조합

개소 128 5 8 3 74 37 1

정원(명) 4,738 768 498 184 2,691 577 20

 나. 권역별 보육시설 

   권역별 보육시설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금지역, 부곡지역, 장전지역, 

구서․남산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하 을 때 시설수와 아동정원은 다음과 같다

  



  ▢ 권역별 보육시설 현황
지  역   별 시 설 수 아동 정원 비고

계 128개소 4,738명

서 금 지 역 37개소 1,154명

부 곡 동 지 역 22개소  875명

장 전 동 지 역 19개소   931명

구 서․남 산 지 역 48개소 1,658명

기타지역(선두구,청룡노포,금성동) 2개소 120명

 

 다. 보육시설 세부 현황

  관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등 정부지원보육시설 16개소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권역별 보육시설의 시설명칭과 정원,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 

설치인가일의 세부현황은 붙임과 같다

  ▢ 공립 등 지원 보육시설 현황
구      분

보육아동수
(정 원)

운 
주 체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장명
설  치
인가일

구서어린이집 141 공 립 구서2동 1049 518-1437 채순임 91.12.31

금성어린이집 81 공 립 금성동 222-1 517-5604 정재분 91.12.31

부곡복지어린이집 118 공 립 부곡1동 958 515-2066 허종식 93.2.17

부산대부설어린이집 310 국 립 장전2동 산30 510-1596 하정연 95.2.27

부곡어린이집 120 법 인 부곡2동 664-1 518-7916 박시완 94.3.28

마야어린이집 118 공 립 금사동 545-22 532-0118 옥유희 92.4.21

동성어린이집 89 법 인 구서2동 175-35 581-0422 주 지 97.7.16

선재어린이집 60 법 인 구서2동 185-12 517-5513 최우순 97.12.8

서동어린이집 39 아전담 서 4동 168-13 522-0818 이필숙 93.10.22

행복한어린이집 40 아전담 구서1동 468-30 518-6373 박정자 90.9.18

동심어린이집 39 아전담 청룡동 33-16 508-3314 이옥수 99.10.22

큰바다어린이집 49 법 인 구서1동 486-48 516-6800 이필선 05.1.31

석화어린이집 39 법 인 남산동 696-13 512-0636 이 임 05.1.31

부곡 아전담어린이집 56 법 인 부곡2동 664-1 558-1004 박미애 05.2.19

해무리어린이집 48 법 인 서 3동 37-17 524-0633 정외태 05.3.17

꿈사랑장애전담어린이집 41 법 인 서4동 450 526-9752 정외태 06.08.31



〈보육시설 현황〉

연번 종류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별 동별 주소 정원
1 국공립 마야(어) 532-0118 서금 금사동 545-22 118
2 민간 동인(어) 531-1970 서금 금사동 50-9 39
3 민간 성심(어) 523-2097 서금 금사동 407-1 70
4 민간 열린(어) 521-6000 서금 금사동 134-5 39
5 가정 금사(어) 524-6152 서금 금사동 금사연립 108호 13
6 민간 참좋은성심 527-2097 서금 금사동 411-1 49
7 민간 아이사랑(어) 525-8140 서금 서1동 302-1163 30
8 가정 꿈나무(어) 528-6433 서금 서1동 302-1770 11
9 가정 또래(어) 523-6651 서금 서1동 545-16 14
10 가정 샛별(놀) 582-3209 서금 서1동 302-1313 16
11 가정 예쁜(놀) 525-5090 서금 서1동 557-44 10
12 민간 동상한나(어) 521-0689 서금 서1동 304-150 39
13 민간 딸기(어) 527-2183 서금 서1동 151-64 32
14 가정 참조은 527-6951 서금 서1동 542-116 18
15 가정 광(어) 524-6119 서금 서2동 302-542 11
16 민간 소라(어) 528-0557 서금 서2동 221-30 45
17 가정 신나는(어) 529-3437 서금 서2동 302-730 18
18 민간 화(어) 527-1847 서금 서2동 211-53 46
19 가정 행복(어) 523-6084 서금 서2동 302-724 10
20 민간 꿈꾸는(어) 525-0089 서금 서2동 297-78 21
21 가정 예뜰 527-8324 서금 서2동 삼한여명106 16
22 법인 해무리(어) 524-0633 서금 서3동 37-17 48
23 민간 모든이(어) 521-5885 서금 서3동 114-2 22
24 가정 꿀벌(어) 523-4086 서금 서3동 40-25 17
25 민간 리라(어) 527-6828 서금 서3동 121-16 39
26 민간 아이랑(어) 525-1246 서금 서3동 38-1벽산상가1101 24
27 민간 여명(어) 524-6571 서금 서3동 37-40 34
28 민간 아 서동(어) 522-0818 서금 서4동 168-13 39
29 민간 해뜸(어) 522-1828 서금 서4동 400-11 66
30 가정 새둥지(어) 523-0364 서금 서4동 166-1 15
31 민간 해은(어) 525-6533 서금 서4동 171-28 39
32 가정 서동그림동산(어) 522-4007 서금 서4동 190-59 16
33 민간 동부예닮(어) 529-9013 서금 서4동 190-40 23
34 법인 꿈사랑 526-9752 서금 서4동 450 41
35 민간 남부 527-9888 서금 서4동 385-7 49
36 민간 서동제일(어) 522-1826 서금 서4동 171-11 26

서금 지역 합계 36 1,163
37 국공립 부곡복지(어) 515-2066 부곡 부곡1동 958 118
38 민간 꾸미랑(어) 516-7260 부곡 부곡1동 392-3 49
39 민간 미키(어) 581-7632 부곡 부곡1동 724-1 34
40 민간 꼬마대통령(어) 514-5177 부곡 부곡1동 715-3 21



연번 종류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별 동별 주소 정원
41 민간 창대(어) 518-0677 부곡 부곡1동 551-8 27
42 법인 부곡(어) 518-7916 부곡 부곡2동 664-1 120
43 법인 부곡 아전담(어) 558-1004 부곡 부곡2동 664-1외 56
44 민간 대우(어) 513-2888 부곡 부곡2동 244-37 49
45 민간 중앙(어) 513-3623 부곡 부곡2동 287-6 49
46 민간 새싹(어) 513-3627 부곡 부곡2동 293-11 39
47 민간 예선(어) 517-0818 부곡 부곡2동 261-3 32
48 가정 베베(놀) 512-0331 부곡 부곡2동 풍A104동102호 14
49 가정 신명(어) 517-7454 부곡 부곡2동 대우A107동101호 20
50 직장 금정구청(어) 519-4357 부곡 부곡3동 78 59
51 민간 부곡금정(어) 514-9645 부곡 부곡3동 219-12 23
52 가정 유정(어) 914-4133 부곡 부곡3동 선경A105-105 18
53 민간 한별(어) 513-0792 부곡 부곡3동 227-5 29
54 가정 한신(어) 513-0505 부곡 부곡3동 225-6 19
55 가정 초롱(어) 515-3464 부곡 부곡4동 767-94 18
56 가정 동화나라 582-9120 부곡 부곡4동 737-115 18
57 가정 다솜 583-3217 부곡 부곡4동 뉴그린108-103 12
58 가정 다숲 514-0453 부곡 부곡4동 대동다숲104-101 19

부곡지역 합계 22 843
59 민간 민간구서(어) 582-4846 장전 장전1동 103-15 40
60 민간 슬기(어) 516-3529 장전 장전1동 232-58 21
61 부모협동 금정아이들세상(어) 515-6832 장전 장전1동 136-1 20
62 민간 옹달샘(어) 517-1486 장전 장전1동 208-1 41
63 민간 혜인(어) 583-1883 장전 장전1동 233-11 32
64 민간 하늘빛(어) 514-5950 장전 장전1동 383-21 49
65 민간 아이자람터(어) 515-0249 장전 장전1동 154-20 39
66 국공립 부산대학교부설(어) 510-1596 장전 장전2동 산 30 310
67 직장 금강(어) 582-1236 장전 장전2동 502-20 40
68 민간 크레파스(어) 515-5658 장전 장전2동 587-8 35
69 민간 꼬예(어) 583-0799 장전 장전2동 501-2 38
70 민간 재(어) 516-5004 장전 장전2동 501-152 39
71 가정 장전(어) 582-0072 장전 장전2동 409-24 20
72 가정 금정초등부설(어) 517-3089 장전 장전3동 348-1 14
73 민간 사랑(어) 515-6765 장전 장전3동 338-11 69
74 민간 수연(어) 514-4327 장전 장전3동 641-38 27
75 민간 튼튼(어) 517-7213 장전 장전3동 541-7 24
76 가정 해뜨는(어) 516-1020 장전 장전3동 335-19 18
77 민간 장전제일교회(어) 518-8739 장전 장전3동 317-2 79

장전지역 합계 19 955
78 법인 큰바다(어) 516-6800 구서남산 구서1동 486-48 49
79 민간 아 행복한(어) 518-6373 구서남산 구서1동 468-30 40
80 민간 꿈동산(어) 513-9511 구서남산 구서1동 472-7 31
81 민간 미리내(어) 514-9106 구서남산 구서1동 409-20 22



연번 종류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별 동별 주소 정원
82 민간 성산(어) 515-1012 구서남산 구서1동 470-8 39
83 민간 한울(어) 514-3005 구서남산 구서1동 87-32 23
84 국공립 구서(어) 518-1437 구서남산 구서2동 1049 141
85 법인 동성(어) 581-0422 구서남산 구서2동 175-35 89
86 법인외 선재(어) 517-5513 구서남산 구서2동 185-12 60
87 가정 선경(어) 516-8743 구서남산 구서2동 742-13 20
88 민간 한우리(어) 517-3115 구서남산 구서2동 731-34 17
89 가정 햇살(어) 518-8891 구서남산 구서2동 1016-32 20
90 민간 C.M.S(어) 517-6592 구서남산 구서2동 1017-37 25
91 민간 하나인(어) 514-4931 구서남산 구서2동 161-2 32
92 가정 파랑새(어) 516-6136 구서남산 구서2동 선경3차309-102 20
93 민간 진평웰빙(어) 514-0165 구서남산 구서2동 159-22 37
94 가정 동화 515-1918 구서남산 구서2동 우성8동102호 10
95 민간 꽃잎(어) 514-9730 구서남산 구서2동 154-2 39
96 가정 롯데캐슬 517-6215 구서남산 구서2동 롯데캐슬 10-103 20
97 가정 아이성 959-6594 구서남산 구서2동 롯데캐슬501-103 20
98 가정 아이누리 513-8108 구서남산 구서2동 롯데캐슬208-104 12
99 민간 구서롯데캐슬 516-9922 구서남산 구서2동 1051, 제1단지 95
100 민간 새  별 516-2561 구서남산 구서2동 158-17 26
101 가정 나무야 512-3188 구서남산 구서2동 동보A 103호 15
102 가정 은  빛 512-2477 구서남산 구서2동 우성A 14동 101호 19
103 가정 늘푸른 583-0959 구서남산 구서2동 654-16 14
104 민간 산소리 515-0122 구서남산 남산동 287-1 49
105 민간 신  비 512-3533 구서남산 남산동 956-2 27
106 가정 토실토실 518-6189 구서남산 남산동 85-31 11
107 법인 석화(어) 512-0636 구서남산 남산동 696-13 39
108 직장 침례(어) 580-2350-1 구서남산 남산동 279 85
109 민간 꿈동이(어) 514-7567 구서남산 남산동 99-48 22
110 민간 산울림(어) 514-7805 구서남산 남산동 372-1 31
111 민간 새봄(어) 513-0466 구서남산 남산동 995-2 26
112 민간 솜마루(어) 513-2206 구서남산 남산동 120-23 39
113 민간 시온(어) 514-3594 구서남산 남산동 96-17 49
114 가정 신나라(어) 513-3425 구서남산 남산동 124-27 15
115 민간 덕초롱(어) 516-0394 구서남산 남산동 964-7 22
116 민간 이레(어) 581-9929 구서남산 남산동 85-28 23
117 민간 하늘샘(어) 518-5070 구서남산 남산동 319-5 27
118 민간 예능(어) 516-9389 구서남산 남산동 972-14 39
119 민간 한솔(어) 582-4062 구서남산 남산동 71-33 16
120 가정 해야해야(어) 512-7845 구서남산 남산동 141-12 20
121 민간 해맑은(어) 516-7130 구서남산 남산동 30-1 79
122 민간 들꽃(어) 515-5546 구서남산 남산동 126-25 25
123 민간 그림동산(어) 581-0187 구서남산 남산동 20-22 49
124 민간 거북이(어) 517-6959 구서남산 남산동 99-1 23



 2. 아동복지사업

가. 어린이놀이터 관리 어린이들과 지역주민의 건전한 놀이 공간 및 휴식공간

인 어린이 놀이터를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

인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수시로 이용불편사항을 점검․정비하고 있으

며, 놀이터주민협의회 구성․운  및 자원봉사단체와 결연․관리함으로써 누구

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동별 어린이 놀이터 현황 
계 서1동 서3동 금사동 부곡3동 장전1동 선두구 청룡노포 구서1동 구서2동 남산동

19 1 2 4 1 1 3 2 1 2 2  

 나.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급식제공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아동센터가 10개소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학생이 수능방송 등을 시청 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부대장비 등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능공부방을 1개소 운 하고 있다.

연번 종류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별 동별 주소 정원
125 민간 동산 582-1537 구서남산 남산동 27-9 40
126 가정 새솔 583-5180 구서남산 남산동 977-5 20

구서남산지역 합계 49 1,711
127 국공립 금성(어) 517-5604 기타 금성동 222-1 81
128 민간 아 동심(어) 508-3314 기타 청룡동 33-16 39

기타지역 합계 2 120
총합계 128 4,672



  ▢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정원 신고일자 비고

지역아동센터

예닮공부방 서4동186 56 04.10.6

동성지역아동센터 구서동175 18 04.10.6

부산동부지역아동센터 장전3동643 20 05.4.16

금정지역아동센터 금사동545 17 05.4.30

서동지역아동센터 서4동197 15 05.8.23

해오름지역아동센터 서2동295 15 05.9.1

서동성가공부방 서1동 302 20 05.12.28

두레지역아동센터 남산동966 20 05.12.28

협력공부방 서동 3021 20 06.02.20

예일지역아동센터 남산동 118 29 06.12.26

남광수능공부방 노포동산15 20 04.12.1수능공부방

 

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등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하며,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아동,한부모가정, 부모의 실직․질병, 

아동학대, 아동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등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여 급식이 필요한 아동

에게는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아동 급식 지원 현황
구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사회복지관
(도시락배달)

지정식당
(토,공휴일)

계

지원인원(명) 12,000 27,840 62,880 102,720

지원금액(천원) 36,000 83,520 188,640 308,160

  ▢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운
   우리 구에서는 아동급식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아동

급식표준운  지침에 의거하여 금정구아동급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위원수는 10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 교

육청, 금정구음식업지부, 사회복지관, 여성단체, 학부모대표등으로 2005. 3. 31 구성

하여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고 있다.



3. 아동복지시설 운

  요보호가 필요한 아동등에게 아동상담, 보호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

면서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

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가. 아동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주 소
시설면적(㎡)

정원 종사
자수 전화번호

부지 건물

희락원 (사복)
신용찬 박효일 노포동964-1 15,394 1,320 100 12 508-1133

남광아동복지원 (사복)
박양춘 하정옥 노포동 산15 28,673 980 95 14 508-2923

성애원 (사복)
김택수 최송엽 장전동

산38-12 21,730 894 98 18 582-4287

부산일시보호소 (사복)
김택수 최송엽 장전동

산38-12 21,730 894 30 583-7314

동성원 (사복)
주수길 손옥희 구서동175-3 830 1,174 85 17 582-4635

 나. 아동복지시설 운 비지원 및 관리

  ▢ 수용자 관리 및 시설지도 점검을 년4회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의 아동복지
시설 운 을 유도하고, 시설당 기본지원과 생활아동 수 기준등으로 생활보호비, 시설

관리비, 의료재활사업비등 2,087,716천원을 5개시설에 운 비등으로 지원 하 다.

4. 청소년 보호․육성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

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생활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다양하고 증대해지는 청소년

의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정서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

해 우리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의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교육문화 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 청소년 어울마당 운

  지역단위 건전청소년 문화정착 및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은 시기에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유익  

 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운 의 내실화를 기하 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의 지역축제 참여  

 기회를 제공하 다.

<2007년 청소년 어울마당 운 현황>

행 사 명 개최일시 장 소 참여인원

금정산성 수호대 체험캠프
2007. 7.23∼7.25
(2박 3일)

금성동 53명

『가족사랑, 지역사랑, 환경사랑』
“청소년의 달 문화축제”

2007.05.26토) 온천천 일대 1000명

“도전! 1318” 청소년 문화축제 2007.10.13(토) 금정구청 광장 1,800명

 나.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민간유해환경감시단원, 자생단체원 등과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수능시험 이후 등을 맞이하여 들뜨기 쉬운 청소년들

의 탈선행위를 방지하고자 리후렛 제작배부, 청소년선도 및 보호 캠페인 전개,

해환경 집중 계도 및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환경조성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내 유해업소 업주에 대한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

고 나갈 꿈나무를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의 틀을 마련하는 등 지

역사회와 행정기관이 함께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07년 청소년 선도, 보호 추진현황>

구   분 추진시기 장 소 참여인원(명)

2007. 설맞이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계도활동 2007.02.15(목) 부산대학교 주변 80명

2008 대학수능시험일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 및 캠페인 전개 2007.11.15(목)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앞 60



 다. 청소년 공부방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하

여 설치․운 되고 있으며,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공부방이 2개소이며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이나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 하는 곳이 

1개소 이다. 운 시간은 평일 16:00∼24:00, 공휴일 10:00∼22:00, 공부방 유형의 가형

과 나형에 따라 시설․인적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의 활

성화 및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으로 운 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 설치 현황>

구   분 개관일 좌석수 면적(㎡) 위탁단체 소재지

서2동 청소년공부방 ‘03.07.01 50 141 서2동장
푸름로 81

(서2동 297-446)

서3동 청소년공부방 ‘97.04.01 50 88 서3동새마을금고
수관1로 43

(서3동 130-37)

금사동 청소년공부방 ‘96.04.01 50 129 금사동새마을금고
회천2로 9

(금사동 208-16)

 라. 청소년 비정규학교(청소년 야학)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  

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중․고등과정이며 운 기준

은 전체 학생 중 청소년 비중이 80% 이상, 상시 최소한 10명이상 현원을 유지  

하고, 연간 10개월 이상 운 하며, 1일 최소 4교시 수업을 운 하고 있다. 청

소년들에게 교과과목 지도를 통한 학습능력 강화, 기타 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현재 지원을 받는 청소년 야학이 1개소  

있다. 

<청소년 야학 현황>

학교명 학교장 최초운 일 시설면적 소재지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 김복남 2001.04.23 96평
팔송 4로 22

(남산동 21-8)



마. 금정구청소년지원센터 운

  금정구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상

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 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 인권  지원 

기능 등의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6년 10월 금

정청소년수련관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었다. 구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자

문역할을 수행하는 운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아낌없는 지원

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역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정구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

명칭 소장 최초운 일 위탁 소재지 기능

금정구청소년 
지원센터

이 순 2006. 05
금정청소년
수련관

기찰 5로 46-1
(부곡3동 
200-62)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지원, 
상담 등 



제5절  여 성 정 책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식기반산업시대의 미래 지향적인 여성으로서의 자질향상과 건전가정 육

성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 금정문화회관 및 금정도서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교양강좌를 제공하고,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 을 통해 밝고 건강한 노

래를 생활속에 접목하여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급 여성단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시책도 추진하고 

있는 바, 금정구여성단체장협의회에서는 양성평등 정착 및 여성의 화합과 결

속을 위해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장애인 시설입소자와 함께 사랑나누기, “금정여성 맛

자랑 솜씨자랑 장터” 바자회 개최, 여성지도자 워크샵 개최 등 여성의 권익신

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장협의회 및 여성자원

봉사회 주관으로 부곡경로식당과 장명경로식당을 운 하여 생계가 어려운 인

근 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하여 매년 동절기에 결연세대 100세대에 김장김치

를 담아드리고 있으며, 부자가정 6세대에게 월 2회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달

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다.

 2.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남녀 차별적인 고정관

념을 없애고,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 여

건을 조성하고자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운

비 지원, 남녀고용 평등주간 및 여성주간 운 은 물론 금정구청 직장내 성

희롱예방지침 개정, 직장내 성희롱심위위원회 운 , DVD 상 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성별 향평가사업 추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평가대

상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성별 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의 공동참여 등을 통하여 각종 사업이 양성평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 다. 

 4.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발전기본

법에 명시된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02년 여성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하 고 2007년에는 제1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금정구청 

대강당 및 광장에서 금정구 거주여성 500여명이 참석하여 내실있게 치러졌다.

  ▢ 제1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요
    ❍ 일 시 : 2007. 7. 3 ∼ 7. 4 (2일간)
    ❍ 장 소 : 금정구청 대강당 및 광장
    ❍ 참 석 : 금정구 여성 500여명
    ❍ 주 관 : 구청 및 금정구여성단체장협의회
    ❍ 행사내용
      ▷ 기 념 식 : 초청공연, 기념식, 초청강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짓기 대회

      ▷ “금정여성 맛자랑 솜씨자랑” 개최

 5.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밝고 건강한 사

회구현과 구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1988년 1월 창단한 이래 기념행사 

출연 및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고 각종 행사

가 더욱 풍성하고 빛이 날 수 있도록 기여하 다.

  ▢ 2007년 운  실적

    ❍ 정기연습 : 연 52회(주1회 매주 화요일 등)
    ❍ 활동실적 : 각종 행사 출연(구민의 날, 금정예술제 등), 정기연주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