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뉴스 5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제667호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개관
구로구비롯7개지역종사자대상

노무상담,건강힐링프로그램등지원

구로구를 비롯한 서울시 서남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어르신돌봄종사자(요양보

호사)들을 위한 서남권 어르신

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지난 8일

(화) 구청사거리 인근 강서수도

사업소에서 돌봄 종사자 및 이성

구청장 등 유관 단체 관계자 15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했

다. 은평구에 이어 구로구에 두

번째로 오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소하

는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

터는 강서,구로,관악,금천,양천,영

등포,동작 등 총 7개 자치구 돌봄

종사자의 접근성이 높아 돌봄 종

사자들의 상담 및 교육 등의 시너

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

터는 나눔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윤혜연)이 위탁받아 이

윤경 센터장을 포함한 사회복지

사 등 총 4명이 상시 근무하며, 4

층(사무실, 상담실, 교육실)과

지하 1층 (쉼터 및 프로그램실)

을 사용하게 된다.

센터는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를 위한 전문교육과 더불어 리더

양성 교육 등을 시행한다. 돌봄

종사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

무 상담을 비롯한 정보 등을 제

공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권역별 맞춤형 캠페

인도 실시한다. 또한 고충상담과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고, 감정노

동이 심한 돌봄종사자들이 업무

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 힐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2008년 노

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

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자격제

도가 없는 간병인과 달리 요양보

호사는 2010년부터 국가자격증

을 따야하는 전문직이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동북권

과 동남권에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윤용훈기자

가을화폭의향기속으로

구로미술전개막, 14일까지

제25회 구로미술전이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동안 구로구민회관 구루지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오색 단풍이 짙어가는 가을. 한

폭의 그림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스토리로 빛을 발하는 제25회

구로미술전이 이달 8일부터 14

일까지 일주일동안 구로구민회

관 구루지갤러리에서 미술협회

회원 및 이성구청장, 최문식 구

로문화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화,서

양화, 조소, 공예, 전통미술 구로

미술협회원 우수회원의 작품 50

여 점이 전시된다.

류지선 구로미술협회 회장은

60여명의 구로미협 회원들은

해마다 구로미술전을 비롯해 잉

벌노전, 구청 내 복도의 갤러화

등 여러 전시회를 개최할 뿐 아

니라 관내 어린이미술교육,문화

센터 강의,미술재능기부 봉사활

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

해 오고 있다 고 밝혔다.

금년 구로미술전에도 회원

들의 소중한 작품을 한데 모아

어수선한 우리 사회에 작으나

마 싸늘한 마음을 따뜻하고 넉

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

된다 며 구로미술전에 지역주

민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당부

했다.

윤용훈기자

yhyoon21@kurotimes.com

청소년들의 통통울림페스티벌

구로청소년문화의집 19일

제1회 구로청소년문화의집

TONG TONG 울림 페스티벌

이 오는 19일 구로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개최된다.

축제에는 구로청소년문화의집

소속 10여개 동아리의 댄스, 밴

드 공연과 함께 서울공연예술고

등학교,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우

신고등학교, 오남중학교, 개봉중

학교 동아리들의 찬조공연이 준

비돼 있다.

또 공연 중간에 나의 2016년

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

여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공

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날 행사의 섹션Ⅰ볼만한 통

(通)에서는 사진전시회 및 영화

상영, 섹션Ⅱ놀만한 통(通)은 체

험부스, 개막식 공연, 섹션Ⅲ잼

만한 통(通)은 토크 콘서트와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영화상영과 청소년들이 직접 구

성한 전시회가 운영되며, 세종과

학고등학교 등 구로구 관내 학교

와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인근기관 5개 기관의 체험부

스가 설치돼 운영된다.

문의 3666-9601.

윤용훈기자

yhyoon21@kurotimes.com

고객만족공단협의회

시설관리공단지난3일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11월

3일 오전11시 공단 4층 소강당

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

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

자들과 고객만족 공단협의회를

가졌다.

시설관리공단측은 3개 공단협의

회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단간 협력도모 및 우수사례

교류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이사장이나 실무자회의 등

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