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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사업소

문화도시김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볼까?



ㅁ 청소년 인문학
읽기 전국대회

ㅁ 가야의 동화책 2042 집필사업

- 2000명 어린이가 가야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2042쪽의 가야왕국 동화
를 만들어 발간하는 사업

ㅁ 김해시 인재 육성 장학재단 운영

ㅁ 가야 문화장학금 지급사업

- 공부 기준이 아닌 도시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즐기는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제도

- 역사문화 연구장학금, 홍보장학금, 참여 장
학금으로 구분

“1000번째 기탁자 탄생”

인재육성지원업무 총괄 및 조정



ㅁ 초.중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ㅁ 방과후 전통문화쌀롱(ㅆ.ㄹ)

- 방과 후, 방학기간에 가족과 함께 김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고유문화, 세계문화
등 역사-문화-예술을 배우는 교육프로그램

학교지원팀

ㅁ 경남예술교육원 및 김해예술학교

ㅁ 자유학기제 지원

교육청과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ㅁ 행복교육지구사업



평생학습팀

ㅁ 평생학습 과학 문화도시조성
- 2005년 선정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재구조화 사업

ㅁ 김해 시민문화학교

- 문화를 기획하고 활동하고 싶은 사람 또는 문
화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문화
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교

- 역사문화, 문화기획, 문화예술, 문화기술 등

ㅁ 평생학습축제 개최 ㅁ 시민교양강좌운영
ㅁ 성인문해교육 운영 ㅁ 김해시e-평생학습원 관리 ㅁ 공공 기획 프로젝트

- 모두의 영역이 되는 공공으로 만드는 시민중심
기획 실행 프로젝트

평생교육은 문화예술 교육을 포괄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같이해요!



도서관지원팀

ㅁ 작은도서관 활성화, 동네책방 육성 사업

ㅁ 역사적인 독서문화클럽

- 도시에 대한 책을 읽고 문화도시를 논의하는
독서클럽 프로젝트

ㅁ 문화도시 지역 거점공간 활용

ㅁ 김해시 독서대전

ㅁ 김해의 책(One Book One City)사업

누구나 소외 받지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책의수도 김해”

- 권역별 실험실, 리빙랩 진행
- 거점공간에서 문화도시김해를 알 수 있는 장

치 마련화정글샘도서관

율하도서관 기적의도서관

“김해시 올해의 책”



체육지원팀

ㅁ 지역자원 연계 걷기대회 코스 개발
- 가야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 재조명
- 봉하마을~김해 원도심 연결코스 개발

체육지원과 업무전반으로 관리 운영

ㅁ 뚜르드가야 씨리즈 1
“ROOT 0042-0523 고대왕도서 현대왕도로 역사를 걷다“

- 고대의 왕도로부터 현재의 왕도까지 2000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도시를 이어주는 왕도의 길을 걸으며 시민의 생각으로 연
결하는 프로젝트



생활체육팀

ㅁ 2020 김해시민 걷기 온라인 인증 챌린지 개최

- 8·15 광복절을 기념하고 생활체육의 활성
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

- 비대면 체육행사, 생활 속 걷기 운동 활성화

ㅁ 뚜르드가야 씨리즈 2
“김해 역사버스 프로젝트“

- 숨겨진 가치자원,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중심
투어코스로 개발하고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경험을 만드는 사업



체전기획팀/체전시설팀

제 104회 전국체전 유치
2024년 개최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

축하합니다~
추카추카



체전기획팀/체전시설팀

문화도시 김해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튼튼한 몸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

인재육성 문화도시



인재(육성) 무엇을 해볼까요?

같이 고민해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