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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 정 복 지

1.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셋째자녀에게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 가족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여성주간에 『예쁜 아기 사진전』을 개최하여 백일

축하기념사진촬영 대상자 아이들의 천진하고 귀여운 사진을 전시하였으며,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추진하여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

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교육을 통해 양성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양육과 놀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건강한 가정 회복 및 강화지원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 및 강화와 가족문제의 예방, 가족과 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다.

주로 가족돌봄나눔, 부모교육, 노인교육, 남편교육, 가족상담, 소외계층지원사

업, 지역연계사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

영하고 있다.

〈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

명 칭 개소일 운영법인 소 재 지 기 능

금정구

건강가정지원

센터

‘11.04.25 (사)선양
중앙대로 1992

(남산동)

○ 교육사업 : 예비부부, 남성교육,

가정경영 아카데미 등

○ 상담사업 : 가족상담, 부부상담등

○ 문화사업 : 가족사랑의 날 등

○ 가족돌봄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지역사회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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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일자 업체명 소 재 지

국내․국제 2008 원앙웨딩 금정구 부곡로 52(부곡동)

국제 2011 뉴글로벌
금정구 구서중앙로 49, 18동상가

303호(구서동, 우성아파트)

국내 2011 비움 금정구 중앙대로 1603(부곡동)

국내․국제 2011 성가정 결혼 금정구 부곡로 52(부곡동)

국내 2011 좋은인연 금정구 금강로 735-1(청룡동)

국내․국제 2011 행복시작
금정구 금강로 617,

609호(남산동,마이빌스위트)

국제 2012 정다운사랑
금정구 수림로12,

상가B-5호(부곡동,SK아파트)

3. 다양한 가족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가. 결혼이민자 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조기적응을 위한 맞춤형 시책추진으로 권역별 한글교실 운영과 금정막걸리

축제 기간 중 다문화 가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단체와 연계한 출산용

품 지원, 평생 학습관을 통한 취미교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방문교육 연계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국제결혼 중개업 관리제도 도입(국내 결혼중개업 : 신고제, 국제

결혼중개업 : 등록제)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 방지 및 책임의식

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

례 예방 및 인권을 보호토록 하였다.

〈 결혼중개업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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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자녀를 위한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비, 학용품

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과학페스티벌 운영,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실생활 중심의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였다.

〈 한부모 가정 주요 지원사업 〉

사 업 명 대 상 서비스 내용

아동양육비

한부모, 조손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가족

(만 12세미만의자녀를 양육)

- 자녀 1인당 월 5만원

교육비

학용품비

한부모, 조손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족

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중학생․고등

학생 자녀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 자녀 1인당 연 5만원

융자지원

(창업 및

운영자금대출)

한부모, 조손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130%이하인가족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가구당 5,000만원 이하

복지시설

입소 지원

한부모, 조손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130%이하인가족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주거 및

자립지원

- 미혼임산부 출산 및 상담 지원

＊전국 121개소

청소년

한부모

지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족)

- 아동양육비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자립촉진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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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 인 복 지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30,643명으로 구 전체 인구

(254,720명)의 1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10.3%, 2009년 10.9%, 2010

년 11.4%로 해마다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준비 부족, 고령

자 친화 사회시스템 미흡,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들의 정서적 외로움과

자살율이 증가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발굴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대한노인회금정구지회, 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협동농장, 노인건강강좌, 노인교실운영 등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다. 올해도 노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확대와 제도발굴을 통해 노인들이 더욱 보람차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에게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코자 노인시설에 대하여 각종 생활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주 소 입소․이용자수
(명)

종사자수
(명) 전화번호

노인
주거
․
의료
복지
시설

신망애노인요양원 금샘로66(장전동) 81 49 582-1664

신망애치매요양원 금샘로66(장전동) 102 57 517-7881

동래양로원 산성로967(장전동) 94 19 582-1468

동래노인요양원 산성로967(장전동) 47 31 518-8275

애광노인요양원 금샘로17번안길45(장전동) 73 31 582-0756

애광치매요양원 금샘로17번안길45(장전동) 155 102 514-7737

금정노인요양원 청룡예전로 3번길25(청룡동) 56 35 508-8822

성심어머니집 금샘로46-13(장전동) 41 28 51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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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명 주 소
입소․이용자수
(명)

종사자수
(명)

전화번호

노인
주거
․
의료
복지
시설

안평노인요양원 금샘로39-7(장전동) 58 35 518-6838

남광소규모요양원하회원 중앙대로2349번길3(노포동) 14 9 508-1997

초원의집 기찰로96번길37(부곡동) 33 7 582-1562

남광장기요양원 청룡로53번길31(남산동) 13 6 508-5395

부성노인복지센터(금사점) 금사로 71-1(금사동) 8 4 909-5061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금정구재가

노인복지기관
주야간보호 반송로490번길47(금사동) 7 5 532-0115

남광재가

노인복지관

방문요양 중앙대로2349번길3(노포동) 15 9 508-1997

주야간보호 중앙대로2349번길3(노포동) 34 8 508-1997

사랑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무학송로95(부곡동) 45 46 508-5222

성심어머니집주간보호센터 금샘로46-13(장전동) 4 6 515-0834

애광재가

노인복지기관

방문요양 금샘로17번안길45(장전동) 20 18 582-0756

주야간보호 금샘로17번안길45(장전동) 26 6 582-0756

한국종합재가

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무학송로34(부곡동) 34 41 581-8114

주야간보호 무학송로34(부곡동) 0 0 581-8114

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및 관리

■ 입소자 관리 및 시설지도 점검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의 복지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 노인복지시설중 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입소자의 생계급여, 등외수가 및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보조 등을 위하

여 동래요양원 등 10개소 생활시설에 3,534,378천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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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과거에 비해 높

은 학력과 소득, 수명연장 등으로 노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환경, 주거 실태 등을 고려한 새로운 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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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관련 주요 복지사업 〉

사 업 명 대 상
수혜인원

(명)
서비스 내용

2011년

실적

기초노령연금

만65세 이상 노인

소득인정액 74만원

미만(노인부부는

118.4만원이하)

20,738

-1인당 매월지원

노인단독(20,000원-91,200원)

노인부부(20,000원-72,950원)

연인원

244,225명

20,646백만원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사업

(바우처)

만65세이상장기요양

등급외A,B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

143

-방문서비스(청소, 식사보조,

세면․목욕, 세탁, 외출동행,

말벗 등) 및 주간보호서비스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

영서비스 등) 지원

- 소득수준(3등급)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및본인부담금차등

143명

370,606천원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소득수준, 부양가족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527

-돌보미 1명이 노인25명 담당

-주1회 안부확인(건강,생활 등)

-주1회 생활교육(일상생활보조)

-복지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

527명

195,624천원

무의탁노인세대

명절지원금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무의탁

노인

2,460
-설․추석 연 2회 가구당 50천원

지원

2,460명

123,000천원

3.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가. 추진방향

■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으로 노인문제

해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은퇴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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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1년 추진실적

■ 참여실적 (단위 : 명)

수행기관 사 업 명 사업유형 참여인원 사업기간

계 29개 사업 5개 유형 1,258명

금정구청
(5개 사업)
255명

실버환경지킴이 공익형 170 3.7 ～ 9.30

소공원가꾸기사업 공익형 24 3.7 ～ 9.30

옥외광고물정비 공익형 30 3.7 ～ 9.30.

교통질서지킴이 공익형 19 3.7 ～ 9.30.

명예금연홍보단 복지형 12 3.7 ～ 9.30.

금정시니어클럽
(7개 사업)
513명

금정체육공원관리 공익형 30 2.1 ～ 12.31.

실버컨텐츠사업(신규) 공익형 10 2.16～10.15.

문화유산해설 교육형 30 3.2 ～ 12.31

세대공감자연체험 교육형 60 3.2.～ 12.31.

체험마을조성사업 시장형 100 2.16.～ 12.31.

시설관리공단사업 시장형 78 1.1.～ 12.31.

실버탱크사업 인력파견형 205 3.2.～ 12.31.

노인회취업지원센터
(2개 사업)
60명

지하철안전도우미 공익형 30 3.2.～ 9.30

실버강사파견사업 교육형 30 3.2 ～ 9.30

금정종합
사회복지관
(6개 사업)
136명

강사파견사업 교육형 12 3.7 ～ 9.30

출산가정 육아지원 복지형 35 3.7 ～ 9.30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 복지형 15 3.7 ～ 9.30

무선페이징관리 복지형 32 3.7 ～ 9.30.

도서관관리지원사업 공익형 34 3.7 ～ 9.30.

육아용품대여점 도우미사업(신규) 공익형 8 3.7 ～ 9.30

남광종합
사회복지관
(5개 사업)
184명

실버아이사랑사업 공익형 70 3.7 ～ 12.31.

찾아가는 마실단 복지형 50 3.7 ～ 12.31.

출산가정육아지원 복지형 35 3.7 ～ 12.31.

사회복지시설 환경관리 공익형 21 3.7 ～ 12.31

요산문학관관리 공익형 8 3.7 ～ 12.31

예닮복지법인
(3개 사업)
96명

실버환경개선사업 공익형 26 3.7 ～ 12.31.

어르신강사배움터파견사업 교육형 10 3.7 ～ 12.31.

실버돌봄이파견 복지형 60 3.7 ～ 12.31.

애광재가노인복지기관
(1개사업)
14명

어르신일상생활지킴이 복지형 14 3.7 ～ 10.31.



미래, 그리고 사람중심의 금정

292

■ 사업유형별 집행실적 (금액 : 명, 천원)

구 분 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비고
(전담인력인건비)

참여자 1,258(11) 492 142 241 178 205 (11)

사업비 1,710,370 725,133 274,634 334,234 259,160 30,750 86,459

■ 예산집행 실적(총괄)
(금액 : 천원)

참여인원
(명)

총예산액

(A)

사업비집행 집행잔액

(A-B)계(B) 인건비 사업비

1,258 1,717,760 1,710,370 86,459 1,623,911 7,390

4. 노인협동농장 운영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근로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포동 651번지 1,182㎡의 휴경지를 활용하여「경로당 노인협동농장」을 운영

하고 있다. 관내 15개소의 경로당 노인 120여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상추,

쑥갓, 무, 배추 등)은 참여노인과 불우이웃에게 제공하고 있다.

5. 노인관련시설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실적 2012년 계획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계 264 595,659 155 611,219

경로당 운영비(개소) 121 291,100 122 299,100

금정지회 운영(개소) 1 18,040 1 19,000

경로당 보수비 (개소) 121 20,000 11 20,000

경로식당운영비(개소) 8 196,119 8 196,119

재가노인식사배달(개소) 2 44,000 2 44,000

노인교실운영비(개소) 11 26,400 11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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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장 애 인 복 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 4. 1일부터 장애

인 등록 시 장애등급 심사가 필수 절차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

스를 확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등록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오늘날 장애인 범주 확대로 등록 장애인은 점점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등록 장애인에 대하여는 계속 홍보하고 있다.

〈 장 애 인 등 록 현 황 〉
(2011.12.31. 현재)

유
형

등급
계 지체

뇌병
변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자폐
증

정신 신장 심장
호흡
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계 11,130 5,559 1,370 1,178 1,139 693 78 499 303 52 99 41 14 60 45

1 급 853 123 309 149 19 174 39 15 12 1 10 1 0 0 1

2 급 1,550 298 303 31 198 251 28 191 217 4 22 3 0 0 4

3 급 2,126 774 380 58 205 268 11 293 0 47 67 6 3 5 9

4 급 1,734 1,150 180 46 289 0 0 0 2 0 0 2 11 23 31

5 급 2,195 1,594 126 85 257 0 0 0 72 0 0 29 0 32 0

6 급 2,672 1,620 72 809 171 0 0 0 0 0 0 0 0 0 0

2. 장애인 복지사업 현황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각종 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

으며, 세제 및 각종요금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민․관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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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사 업 현 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실적 2012년 계획

인 원(명) 예산액 인 원(명) 예산액

재활보조기구 28 7,036 35 9,411

장애인연금 15,896 1,804,403 16,800 1,875,600

재활수당 6,389 195,405 7,344 220,000

장애수당 17,176 512,085 17,610 523,790

의료비 지원 13,708 165,147 13,800 166,000

자녀 교육비 30 5,990 18 4,000

장애아동 부양수당 1,580 191,125 1,590 238,500

장애인등록 진단비 144 2,816 160 3,130

자립자금대여 6 80,000 7 70,000

무료 수화 교실 22 1,900 20 2,000

장애인활동(보조)지원 225 1,390,447 260 2,150,130

주민센터 도우미 216 196,158 216 205,218

장애인 일자리 176 48,093 234 63,570

장애아동 재활치료 254 380,000 290 387,600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 5 5,000

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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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시설
종류

시 설 명 주 소 설치일
시설면적(㎡)

정원
종사
자수

전화번호
부지 건물

생활

선아의 집 금샘로 39 (장전동) 78.03.11. 4,290 2,410 76 28 582-0089

바오로 아람터
(구. 성바오로아동요양원)

청룡예전로43번길 37
(청룡동)

05.09.26. 628 1,170 30 16 514-6988

직업
재활

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 서부로 79 (서동) 03.06.13 1,056 763 40 3 524-4323

지
역
사
회
재
활

복지관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서부로 77 (서동) 11.01.12. 1,056 1,380 - 20 523-0100

주간
보호

이룸데이케어센터 금샘로 39 (장전동) 10.04.14. 4,290 255 15 3 514-2842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부로 77 (서동) 11.04.15. 1,056 1,380 15 3 523-0100

공동
생활

사랑홈 동부곡로6번길 71, 라-301
(부곡동, 동양부곡맨션) 03.01.11. - 55 5 2 513-9024

가톨릭사회복지회나눔터 동현로 51-11 (부곡동) 09.06.23. - 220 4 2 517-0615

수화
통역 동부산수화통역센터 금정로161번길 9(장전동) 03.03.12. - 80 - 4 513-6350

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관리

■ 시설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입소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설별로 기본 생계비와 생활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보호(이용)장애인 지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 시설 확충에 따른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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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관을 2011년 2월 개관함에 따라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근로작업장

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장애인

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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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아 동 복 지

1. 보육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의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있

으며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구에서는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육행정 또한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

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어린이집 총괄

관내 어린이집은 123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국․공립은 5개소, 법인은 7개소, 법

인외는 1개소, 직장은 2개소, 민간․가정은 107개소,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1개소로,

표1과 같이 전체적으로 민간․가정 형태의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며, 아동 정원은

총 5,111명이다

■ 어린이집 현황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조합

개소 123 5 7 1 2 66 41 1

정원(명) 5,111 681 442 60 144 3,053 711 20

나. 권역별 어린이집

권역별 어린이집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금지역, 부곡지역, 장전지역, 구

서․남산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시설수와 아동정원은 다음과 같다

■ 권역별 어린이집 현황

지 역 별 어린이집수 아동정원 비고

계 123개소 5,111명

서 금 지 역 30개소 1,045명

부 곡 동 지 역 24개소 980명

장 전 동 지 역 18개소 898명

구 서․남 산 지 역 49개소 2,068명

기타지역(선두구,청룡노포,금성동) 2개소 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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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린이집 세부 현황

관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16개소 및 부산형 공보육

어린이집의 세부현황, 기타 어린이집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지원 어린이집 현황 〉

연번 구 분 소 재 지 정원
운 영
주 체

전화번호
설 치
인가년도

1  공립구서어린이집 금강로 503(구서동) 141 공 립 518-1437 1991년도

2 금성어린이집 산성로 435(금성동) 81 공 립 517-5604 1991년도

3 공립부곡복지어린이집 동현로 67(부곡동) 118 공 립 515-2066 1993년도

4 부산대부설어린이집 부산대학로63번길(장전동) 223 국 립 510-1596 1995년도

5 부곡어린이집 동부곡로27번길23(부곡동) 120 법 인 518-7916 1994년도

6 마야어린이집 반송로 490번길(금사동) 118 공 립 532-0118 1992년도

7 동성어린이집 두실로 7번길69(구서동) 89 법 인 581-0422 1997년도

8 선재어린이집 두실로 7번길103(구서동) 60 법 인 517-5513 1997년도

9 서동어린이집 서부로 42번길5(서동) 39 영아전담 522-0818 1993년도

10 행복한어린이집 금정로 193번길6(구서동) 40 영아전담 518-6373 1990년도

11 동심어린이집 금강로 740번길23(청룡동) 39 영아전담 508-3314 1999년도

12 큰바다어린이집 체육공원로 29-1(구서동) 49 법 인 516-6800 2005년도

13 석화영아전담어린이집 금샘로 578번길51-1(남산동) 39 법 인 512-0636 2005년도

14 부곡영아전담어린이집 동부곡로 27번길23(부곡동) 56 법 인 558-1004 2005년도

15 해무리어린이집 서곡로 34번길59(서동) 48 법 인 524-0633 2005년도

16 꿈사랑장애전담어린이집 서금로 25번길10(서동) 41 법 인 526-9752 2006년도

〈 부산형 공보육 어린이집 현황 〉

연번 종 류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 전화번호 공보육
지정연도

1 민간 새싹어린이집 부곡로 126번길15(부곡동) 49 513-3627 2009

2 가정 유정어린이집 수림로6(부곡동,sk) 20 914-4133 2010

3 가정 롯데캐슬어린이집 금강로 503(구서동,롯데캐슬) 20 517-6215 2011

4 가정 나무야어린이집 중앙대로1929번길(구서동,동보) 15 512-318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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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정원 전화번호

1 민간 구서롯데캐슬어린이집
금강로 502 롯데캐슬아파트 내

(구서동)
91 051-516-9922

2 민간 그림동산어린이집 팔송로7번길 8 170 051-581-0187

3 민간 금샘어린이집 팔송로59번길 14 (남산동) 68 051-582-4846

4 민간 금정힐스테이트어린이집
금강로335번길 90 금정힐스테이트

관리동 1층 (장전동)
32 051-517-7560

5 민간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동현로 50-4 49 051-514-5177

6 민간 꼬예몬테소리어린이집 금샘로18번길 56-25 38 051-583-0799

7 민간 꽃잎 어린이집 금단로 88 (구서동) 82 051-514-9730

8 민간 꾸미랑어린이집 서부곡로15번길 34 (부곡동) 49 051-516-7260

9 민간 꿈동산어린이집
금강로391번길 16 6통6반

(구서동)
31 051-513-9511

10 민간 꿈동이 어린이집 팔송로 50 (남산동) 49 051-514-7567

11 민간 늘푸른 어린이집 금강로647번길 21 (남산동) 29 051-583-0959

12 민간 대우어린이집
부산대학로 10 대우어린이집

(부곡동)
49 051-513-2888

13 민간 덕초롱 어린이집
학산로13번길 6 미주빌리지 1층

(남산동)
33 051-516-0394

14 민간 동상한나어린이집 명서로 68 동상교회 안 (서동) 49 051-521-0689

15 민간 들꽃어린이집 중앙대로1985번길 40 (남산동) 25 051-515-5546

16 민간 딸기어린이집 서부로69번길 26 (서동) 32 051-527-2183

17 민간 리라어린이집 금사로 28 (서동) 39 051-527-6828

18 민간 모심 어린이집 윤산로 14-4 61 051-517-5234

19 민간 미소어린이집 기찰로 14-1 39 051-517-0818

20 민간 미키어린이집 동현로 62 (부곡동) 34 051-581-7632

〈 기타 어린이집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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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정원 전화번호

21 민간 사랑어린이집 장전로 27-11 69 051-515-6765

22 민간 산소리어린이집 금단로210번길 20-1 49 051-515-0122

23 민간 새별어린이집 중앙대로1959번길 54 (구서동) 26 051-516-2561

24 민간 새봄어린이집 금강로 672-6 49 051-513-0466

25 민간 서동제일어린이집 서부로42번길 2 (서동) 26 051-522-1826

26 민간 성산어린이집 금강로380번길 21 1층 (구서동) 39 051-515-6750

27 민간 성심어린이집 서금로 97 (금사동) 70 051-523-2097

28 민간 소라어린이집 옥봉로 2 (서동) 45 051-528-0557

29 민간 솜마루 어린이집 중앙대로2007번길 6 (남산동) 70 051-513-2206

30 민간 수연어린이집 금정로20번길 36-12 46 051-514-4327

31 민간 숲속어린이집 금샘로582번길 45 숲속어린이집 27 051-512-3533

32 민간 시온어린이집 금강로 688-3 49 051-514-3594

33 민간 아이자람터어린이집
수림로61번길 66 진홍빌라1층

(장전동)
39 051-515-0249

34 민간 엄마랑어린이집 금강로709번길 59 (남산동) 39 051-516-9389

35 민간 엔젤리라어린이집 서동중심로53번길 24 (서동) 21 051-525-0089

36 민간 여명어린이집 금사로51번길 61 (서동) 34 051-524-6571

37 민간 열린터어린이집
서곡로34번길 72 열린터어린이집

(서동)
49 051-531-7574

38 민간 영재어린이집 금샘로18번길 57 영재어린이집 39 051-516-5004

39 민간 영재타운어린이집 식물원로 64 식물원로 64 101 051-514-3393

40 민간 영화어린이집 서동중심로32번길 3 (서동) 46 051-527-1847

41 민간 옹달샘어린이집 금정로219번길 27 (구서동) 41 051-517-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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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정원 전화번호

42 민간 이레어린이집 팔송로7번길 76 (남산동) 24 051-581-9929

43 민간 작은해뜸어린이집 서곡로8번길 39 (서동) 34 051-521-5885

44 민간 장미어린이집 범어천로46번길 11-9 40 051-514-4915

45 민간 장전제일교회어린이집 금정로 50 (장전동) 79 051-518-8739

46 민간 지산어린이집 기찰로108번길 48 (부곡동) 49 051-515-5161

47 민간 참좋은성심 어린이집 서금로 99 (금사동) 30 051-524-2097

48 민간 창대어린이집 가마실로 65-7 27 051-518-0677

49 민간 크레파스어린이집 식물원로75번길 7 (장전동) 35 051-515-5658

50 민간 하나인어린이집 두실로 9 (구서동) 32 051-514-4931

51 민간 하늘빛 어린이집 부산대학로50번길 80 (장전동) 49 051-514-5950

52 민간 하늘샘어린이집 팔송로39번길 16-1 46 051-518-5070

53 민간 한별어린이집 기찰로 57-1 46 051-513-0792

54 민간 한솔어린이집 금단로 190-6 37 051-582-4062

55 민간 한우리어린이집 금강로541번길 22 (구서동) 17 051-517-3115

56 민간 한울어린이집 구서로 14-6 23 051-514-3005

57 민간 해뜸 어린이집 서곡로34번길 7 (서동) 66 051-522-1828

58 민간 해맑은어린이집 금단로 113-13 (남산동) 78 051-516-7130

59 민간 해바라기어린이집 두실로15번길 24-1 41 051-513-4121

60 민간 해은어린이집 서곡로 43 (서동) 39 051-525-6533

61 민간 행복한그림동산어린이집 금사로29번길 57 (서동) 39 051-522-4071

62 민간 혜인어린이집 장전온천천로 87-2 32 051-583-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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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정원 전화번호

63 가정 금정산 SK 어린이집 식물원로 64 108동 102호 19 051-517-5932

64 가정 꿀벌어린이집 금사로57번길 45 (서동) 17 051-523-4086

65 가정 꿈나무어린이집 서동로72번길 13-19 11 051-528-6433

66 가정 너랑나랑 어린이집 식물원로 64 113-101 18 070-4095-6113

67 가정 다솜어린이집
동현로 103 108동 103호

(부곡동, 뉴그린)
12 051-583-3217

68 가정 다숲어린이집
부곡로 32-12 104동 101호

(부곡동, 대동다숲아파트)
19 051-514-0453

69 가정 드림키즈어린이집
중앙대로1685번길 22 103동 103호

(부곡동, 경남한신)
19 051-957-1004

70 가정 딩동댕어린이집
금강로 502 303동 104호

(구서동, 롯데캐슬골드1단지)
20 051-582-9923

71 가정 또래어린이집 삼차로 35 (서동) 20 051-582-9120

72 가정 부곡사임당어린이집
기찰로 42 104동 102호

(부곡동, 마드레빌아파트)
14 051-512-0331

73 가정 부곡햇살어린이집
동부곡로27번길 85 101동 108호

(부곡동, 부곡현대아파트)
18 051-515-5420

74 가정 새둥지어린이집 서동로103번길 78 (서동) 15 051-523-0364

75 가정 새솔어린이집 팔송로45번길 81 (남산동) 20 051-583-5180

76 가정 슬기어린이집 금정로119번길 16 (장전동) 20 051-516-3529

77 가정 신나는 어린이집 서동로130번길 19-9 19 051-529-3437

78 가정 신나라어린이집 두실로8번길 14 (남산동) 19 051-513-3425

79 가정 신동어린이집
중앙대로1929번길 48-1

102동 113호(구서동, 구서신동아)
19 051-516-8743

80 가정 신명어린이집
부산대학로 10 107동 101호

(부곡동, 대우아파트)
19 051-517-7454

81 가정 씨엠에스어린이집 두실로37번길 37 35통4반 (구서동) 20 051-517-6592

82 가정 아이누리어린이집
금강로 502 208동 104호

(구서동, 롯데캐슬골드1단지)
12 051-513-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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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정원 전화번호

83 가정 아이사랑어린이집
금샘로 262 210동 101호

(구서동, 구서동쌍용예가2단지아파트)
19 051-516-6950

84 가정 아이성 어린이집
금강로 503 501동 103호

(구서동, 구서동롯데캐슬골드2단지)
20 051-959-6594

85 가정 엘지어린이집
부곡로 125 102동 105호

(부곡동, 엘지빌라트)
15 051-582-3209

86 가정 영광어린이집
명서로 94 101동 102호

(서동, 성지아파트)
19 051-524-6119

87 가정 예가 어린이집
금샘로 262 쌍용예가아파트

203-104호
16 051-583-7942

88 가정 예뜰어린이집 중군진로 27 삼한여명@106호 20 051-527-8324

89 가정 예쁜어린이집 서동로118번길 13-5 11 051-525-5095

90 가정 예지어린이집 중군진로 19 삼한그린피아@103호 19 051-527-9888

91 가정 우성그린어린이집
구서중앙로 49 14동 101호

(구서동, 구서우성)
19 051-582-0902

92 가정 우성어린이집
구서중앙로 49 8동 106호

(구서동, 구서우성)
10 051-582-5567

93 가정 장전어린이집 부산대학로50번길 52 (장전동) 20 051-582-0072

94 가정 참조은 어린이집
명서로 76 102동 103호

(서동, 서동삼한아파트)
19 051-527-6951

95 가정 토실토실 어린이집
팔송로7번길 82 경원빌라103호

(남산동)
11 051-518-6189

96 가정 튼튼어린이집 기찰로 22 튼튼어린이집 (부곡동) 20 051-517-7213

97 가정 파랑새어린이집
금샘로420번길 13 309동 102호

(구서동, 선경3차아파트)
20 051-516-6136

98 가정 한신어린이집
중앙대로1685번길 22 110동 101호

(부곡동, 경남한신)
19 051-581-0800

99 가정 해수어린이집
식물원로 64 장전동 금정산 SK뷰

110동103호
19 051-514-9645

100 가정 행복어린이집 삼차로 55-1 10 051-523-6084

101
부모

협동

금정아이들세상어린이

집
수림로91번길 23 (장전동) 20 051-515-6832

102 직장 금정구청어린이집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내 59 051-519-4327

103 직장 침례어린이집 금단로 210-13 (남산동) 85 051-58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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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사업

가.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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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아동센터가 16개소가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 아동

에 대하여 지역 내 보호 및 교육․정서․문화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

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정원 신고일자 비고

예닮공부방 서동 190-40 29 04.10.06

동성지역아동센터 구서동 175-3 19 04.10.06

부산동부지역아동센터 장전동 643-37 19 05.04.16

서동지역아동센터 서동 197-45 29 05.08.23

해오름지역아동센터 서동 295-10 19 05.12.08

서동성가공부방 서동 302-978 19 05.12.28

두레지역아동센터 남산동 24-8 29 05.12.28

협력공부방 서동 302-1861 19 06.02.20

예일지역아동센터 남산동 118-8 29 06.12.26

글누리지역아동센터 장전동 205-4 19 07.03.09

부곡지역아동센터 부곡동 313-24 19 07.07.31

금샘지역아동센터 남산동 964-7 29 09.10.30

햇살지역아동센터 두구동 1220-8 19 10.03.31

누리지역아동센터 부곡동 57-10 19 10.06.30

구서지역아동센터 구서동 775-50 29 10.08.25

금사나너울아동센터 금사동 68-21 29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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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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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 부모의 실직․질병, 아동학대, 아동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등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아동 급식 지원 현황

구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사회복지관
(도시락배달)

동 주민센터
(지정식당)

학교 급식소 계

지원인원
(월 평균인원,명) 190 49 1,784 192 2,215

지원금액(천원) 135,946 42,105 427,542 15,583 621,176

■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운영

우리 구에서는 아동급식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표준운영 지침에 의거 2009년 3월 29일자로 금정구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 수는 9명이고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금정구음식업지부, 사회복지관, 교사,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

하여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고 있다.

3. 아동복지시설 운영

요보호 아동 등에게 아동상담, 보호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

한 사회인으로 육성,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가. 아동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주 소
시설면적(㎡)

정원 종사
자수 전화번호

부지 건물

희락원 노포사송로 169
(노포동) 15,394 1,320 100 17 50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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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주 소
시설면적(㎡)

정원
종사
자수

전화번호
부지 건물

남광아동복지원 중앙대로2349번길
42(노포동)

28,673 980 95 21 508-2923

성애원 금샘로41(장전동) 21,730 894 98 21 582-4287

부산일시보호소 금샘로41(장전동) 21,730 894 30 5 583-7314

동성원 두실7번길63(구서동) 830 1,174 85 22 582-4635

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및 관리

수용자 관리 및 시설지도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의 아동

복지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시설 당 기본지원 외에 생활아동 수 등을 기준으로

생계비(476,942천원), 교육급여(81,802천원), 순수시비(118,177천원),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3,136,312천원)를 5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음.

4.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 빈곤문제의 심각

성이 대두됨에 따라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복지․보육․건강을 통합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전인적 사회구성원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능동적인 복지사업이다.

0～12세이하 국민기초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아동 및 임산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분야별 통

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발달 증진 및 가족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2011년 금정구

드림스타트 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6개동 234명 통합사례관리 및 분야별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 금정구 드림스타트 센터 현황

■ 개 소 일 : 2011. 5. 31.

■ 소 재 지 : 부산 금정구 서곡로 33번길 9(서3동 주민센터 5층)

■ 사업지역 : 서1동, 서2동, 서3동, 금사동, 부곡1동, 부곡4동(6개동)

■ 사업대상 : 0～12세이하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아동 및

임산부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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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프로그램명 연인원 추진일정 서비스
구분

서비스
분야 연계기관

총계 4,977

1 정신보건사례관리
연계 14 2011.6~12. 필수 신체/건강 금정구정신보건센터

2 마음나눔행복찾기
(언어치료) 39 2011.6~12. 필수 신체/건강 금정구장애인복지관

3 건강스타트교실
(비만교육) 21 2011.8. 필수 신체/건강 금정구보건소

4 태권도나누미 8 2011.8.~
2012.7. 선택 신체/건강 조은회동체육관등

7개소

5 건강스타트교실
(안전한먹거리교육) 18 2011.8. 필수 신체/건강 icoop 동래생협

6 간강스타트교실
(불소도포,구강교육) 42 2011.7. 필수 신체/건강 금정구보건소

7 키쑥쑥.배쏙쏙
우리아이건강지키기 283 2011.9.~11. 필수 신체/건강 삼성아쿠아센터

건강도시센터

8 독감예방접종 53 2011.10~11. 필수 신체/건강 세웅병원

9 종합건강검진 35 2011.10.~11. 필수 신체/건강 세웅병원

10 충치 및 레진치료 48 2011.10.~11. 필수 신체/건강 세웅치과

11 동병하치(중앙) 30 2011.7. 필수 신체/건강 중앙지원
(함소아의원)

12 독감예방접종 130 2011.11 필수 신체/건강 중앙지원

13 드림키즈아카데미
(독서) 539 2011.7.~12. 필수 인지/언어 독서지도사(개인)

14 드림키즈아카데미
(해법과학) 485 2011.7.~12. 필수 인지/언어 로봇사이언스

15 눈높이학습지지원 428 2011.7~12. 선택 인지/언어 (주)대교

나. 금정구 드림스타트센터 사업 추진실적

〈 프로그램 총괄 운영실적 〉

구분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지역자원연계및후원

서비스
항목

통합사례관리
가구 234명

건강스타트교실등
28개 프로그램

플레이위드잉글리쉬등
15개 프로그램

112건/31,838천원   

〈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

구분 총계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서비스
분야 43 10 21 12

〈 세부 프로그램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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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프로그램명 연인원 추진일정
서비스
구분

서비스
분야 연계기관

16
독서습관을길러요
찾아가는방문독서지도

338 2011.7.~12. 필수 인지/언어 (주)아이북랜드

17 play with english 265 2011.9.~12. 선택 인지/언어 영어강사(개인)

18 지역자원연계
(보습,태권도 등)

717 2011.9.~12. 선택 인지/언어
명성/서린학원
효성/교동태권도
토마토미술/음악

19
창의력교실
(가베야 놀자)

116 2011.10~12. 필수 인지/언어 (주)세스넷

20 테마어린이경제교실 57 2011.11. 필수 인지/언어 JA KOREA

21 창의로봇교실 88 2011.11.~12. 필수 인지/언어 (주)로보로보

22 도서관운영 52 2011.5.~12. 선택 인지/언어 드림스타트 내

23
마음나눔행복찾기
(미술치료) 140 2011.6.~12. 필수 정서/행동 크는나무아동상담소

24
마음나눔행복찾기
(감각,놀이치료 등) 137 2011.6.~12. 필수 정서/행동 효원심리센터

25 사회성발달
친구야 놀~자 87 2011.7~12. 필수 정서/행동 소연아트센터

26 한부모가족사랑
해양캠프 16 2011.7. 선택 정서/행동 금정구생활체육회

27 소방안전교육 21 2011.7. 필수 정서/행동 119시민안전체험실

28 행복한생일파티 16 2011.7.~12. 선택 정서/행동 김밥나라 외 6개소

29 엄마와함께하는
세계요리교실

93 2011.7.~12. 필수 정서/행동 부산정보관광고등
학교 조리과

30 버블쇼문화공연관람 30 2011.8. 선택 정서/행동 MBC롯데아트홀

31 대학생자원봉사자와
함께한꿈나눔멘토링 163 2011.8.~12. 필수 정서/행동 가마실복지센터

32 엄마랑함께한
가을추억여행 42 2011.9. 선택 정서/행동 허브랑야생화

33 멋진엄마되기
한식조리사자격증취득 114 2011.9.~10. 선택 정서/행동 동래요리학원

34 부모교육
아이와소통하는부모 19 2011.9. 필수 정서/행동 금정구건강가정

지원센터

35 아이돌보미연계 2 2011.10. 선택 정서/행동 금정구종합사회
복지관

36 밀양녹색체험마을
문화체험 40 2011.10. 선택 정서/행동 밀양평리녹색체험마을

37 happy hallowen
party 22 2011.10. 선택 정서/행동 부산글로벌빌리지

38 멜로디가있는
통기타교실 67 2011.10.~12. 필수 정서/행동 기타스터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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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프로그램명
연인
원

추진일정
서비스
구분

서비스
분야

연계기관

39 아동폭력예방(cap) 32 2011.11.~12. 필수 정서/행동
초록우산,6개지역
아동센터

40 성폭력예방인형극 5 2011.12. 필수 정서/행동 부산성폭력상담소

41
부모교육

MBTI분석(학습코칭) 30 2011.11. 필수 정서/행동 건강가정지원센터

42 겨울스키캠프 49 2011.12. 선택 정서/행동 양산 에덴밸리

43
새내기힘찬출발!
교복지원 16 2011.12. 선택 정서/행동 아이비 교복사

■ 기타 사업 추진현황

▷ 금정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 : 2011. 11. 04.

▷ 금정 Happy Zone 네트워크 구성 : 2011. 09. 29.

▷ 드림스타트 작품 및 활동사진 전시회 개최 : 2011. 12. 21.～23.(3일간)

▷ 연계기관 간담회 및 사업홍보 설명회 개최 : 통장, 사업 연계기관 등 총12회

▷ 소식지 및 홍보물 발간 : 소식지 600부, 홍보용캘린더 600부

■ 예산집행 실적(총괄)

(금액 : 천원)

총예산액

(A)

사업비 집행 집행잔액

(A-B)계(B) 기본사업비 프로그램운영비

225,000 222,913 82,826 140,087 2,087

5. 청소년 보호․육성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

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신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

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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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 시설 현황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

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여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제공

하고 있다.

연번 구분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수탁단체) 전화번호 개원일

1 공공
금정청소년

수련관

기찰로

96번길 47

부산광역시장

(재.범어청소년동네)
581-2070 05. 4. 7

2 공공
금정구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기찰로

96번길 47

부산광역시장

(재.범어청소년동네)
581-2072 06. 5. 1

3 민간
오마이랜드부산

(수련원)

산성로

470
학교법인혜화학원 517-5111 07. 3.20

4 공공 영희네집
팔송로39번길

109

부산광역시장

(재.범어청소년동네)
581-1388 07.10.30

나.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서 지원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보완지원으로

기존사업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추진기관 사업예산

2011.1.

～12월
위기청소년 2명

○ 생활․건강지원금 : 2명 2,400천원

○대상자상담및사례관리지원 : 200천원

금정구청

금정청소년

지원센터

2.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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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년의날 기념 구청장 축하 서한문 발송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 기념 구청장 축하 서한문을 발

송하여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상업적․퇴폐적 문화로 변질되어 가는『성년

의 날』을 건전하고 검소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

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부심과

책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축하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 발송 추진실적 〉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추진기관 사업예산

2011.5월

만19세

(1992.1~12월생)

3,949명

○ 구청장성년의날기념축하․격려

메시지전달

금정구청

(복지지원과)
1,462천원

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및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독서실 형태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공부방이 1개소이며, 학습공간을

제공하면서 학습지원이나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1개소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16:00～24:00, 공휴일 10:00～22:00으로 시설 운영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청소년공부방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이 쾌적한 학습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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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공부방 설치 현황 〉

구 분 개관일 좌석수 면적(㎡) 운영단체 소재지

서2동 청소년공부방 ‘03.07.01 50 165 서2동장 서동중심로33(서동)

서3동 청소년공부방 ‘97.04.01 50 88 서3동새마을금고 금사로 27(서동)

마.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업소 선도 및 단속 홍보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따른 우리 주변의 지속적인 청소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인식 분위기 조성

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청소년유해환경 선도 및 홍보․단속실적 〉

구 분 횟수
참여

인원
장소 활동결과

청소년선도보호캠페인

(청소년밀집지역)
2회 250명

부산대

지하철역

청소년보호홍보전단지배포

어깨띠및현수막이용사회적공감대형성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및 홍보
22회

20팀

200여명

부산대

지하철역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계도 및 단속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보호홍보안내문배포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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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여 성 정 책

1. 여성가족정책 추진 및 기반 구축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

등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과 금정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

하였다. 또한, 29개 여성단체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시책

도 추진하고 있는 바, 금정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새터민과 결혼이민자 여성

이 함께하는 “2011. 금정 여성주간행사” 개최, “여성 글짓기 대회”, “사랑의 김

장나누기”, “명절맞이 어려운 이웃돕기”, “신안군 천일염 주민 저가 공급” 등

여성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새마을부녀회 및 여

성자원봉사회 주관으로 부곡경로식당과 장명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생계가 어려

운 인근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여성으로서의 자질향상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 금정문화회관 및 금정도서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교양강좌를

제공하고,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을 통해 밝고 건강한 노래를 생활속에 접목

하여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다짐대회 개최와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서명

운동을 실시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다.

2.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금정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아동․여성보호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관내 자전거 동호회로 구성된 C.W.S. BIKE 순찰대를 운영하여 취

약지역 순찰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구민인식개선을 위해 다중집

합지 등 거리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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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남녀 차별적인 고

정 관념을 없애고,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여 실질적인 남녀평

등 여건을 조성하고자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

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여성시설을 통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및 가정 성폭

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심신 회복 서비스 제공

으로 조속하게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여성 복지시설 현황 〉

명 칭 설 치 일 운 영 주 체 소 재 지
종사자

수

입소자

정원
사랑의 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001.12.11.

(사단)부산여성

장애인연대
청룡동 5 15

살림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005.12.01.

(사단)여성인권

지원센터
장전동 5 12

살림그룹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006.08.01.

(사단)여성인권

지원센터
남산동 1 7

샐리홈

(성매매피해자청소년 지원시설)
2007.03.01. (사복)구세군 부곡동 9 18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2004.10.02. 개인 남산동 3 -

성폭력상담소 2001.01.18.
(사단)부산여성

장애인연대
남산동 4 -

3.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역량 개발

남녀고용 평등주간 및 여성주간 운영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

성운영, 전문 강사 초청강연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양

성평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과정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다.

여성의 역량 개발을 위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거주 여성 누구나 참

여하여 금정소식지, 언론홍보를 통해 접수되어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주민, 경찰, 안전지킴이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지

하철 주변과 상가주변 등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