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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g년 일자리의 모든 것i 2일간 총 50개, 180명 채용기업 헌장연점 

재도약을위한플랜l 

건강하고 즐거운 100세 시대!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 
50+ 건강 토크콘서트 50+ 금융지부릅강 50+ 01레산업.신직업특강 
50+ 행복공감른깅 50+ 쥐능귀홉특강 

細 세대 재도약을 돕는 유관기관! 실질적인 재도약 정보 재공 

r 

63시터 서들버스 이용 [20분 간격] 

* 1오선 대방역 : 6번줄구 여의도방망 40M지점
* 5호선 여의나루역 : 4번줄구 MBC방향 삼부아파트 6동 옆
* 5오선 여의도역 ::： 5번출구 MBC방앙 약20M지점
* 9오신 샛강역 : 1번줄구 여의도역 방앙으로 약10M지점

맹사자세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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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1주년기념 
- 50+커뮤니티 공연 빛 전시, 체험행사
- 50+꿈울 담은 대형 현수막 이벤트
- 50+명사록강

5아세대의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함께 달려온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개관1주년을 맞이하여 
센터회원 및 지역사회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 다. 

함께한 50+회원분들에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행이야기와 암»tr아는 JI조외와 유렵편 ’’

요즘 여헴 맘이 다니시죠? 가이드와 함께하는 패키지여행을 
가시너라됴 간단한 의와 알고 계시면 여맹이 더 급거워집나다.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는 중장년춤을 위한 여행이야기와 
맘께하는 기조되와를 진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시죠! 

을 KBS1라디오 2017닌05잉23일(와) 

김덕근 김명주 김선희 
김종근 김해진 김형자 
박순양 박준숙 박지민 
송문숙 송성옥 신옥현 
유만옥 이동수 이미자 
이정은 이하니 임영자 
조경회 조미옥 최경숙 
최철훈 현호란 

강요경 고미자 권에랑 권종국 김경선 김광옥 
김성기 김수화 김애영 김우련 김은수 김정은 
남기숙 류한희 문춘화 박관숙 박길엽 박명희 
반찬호 백주원 백형례 설진남 성영입 손규식 
신진화 심하연 안정자 양성예 양지은 우성민 
이민숙 이상무 이선미 이승환 이영립 이은희 
장동우 장민경 장선이 장인철 징 미 정현숙 
최미자 최용부 최유리 최은숙 최정부 최진솔 

4월 한 달 동안 고생아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갑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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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플러스Ail[H메1tl 플러스 하다II 

내용 

기정 우원금 우원자분들이 원하는 특정 목적에 사용됩니미. 
(ex. 506아미 부모의 대9.J'l"I녀 김학급 지현｀ 므르3명 몇 뺑사 진뺑) 

tlllll점 우원급 센터 운영 및 치원이 딸요 한 곳에 사용됩나다, （프로그램 덧 뺑시 진뺑 등) 
| 식료품, 생활용픔 등, 을품이 필요만 紅 사용됩니다,우원을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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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와함께하는 
501+나눔인문학 

영화들 등에 인생부반전예 대만 
인문악직 고설을 아는 강의 

현장에시 직점 보고 들고 느끼는 
사회공헌활등이야기 
아름다운가게 등 연상역습 엿 목묘 
설정을 위만워크숍 진영 

고급파청입기 
스마트폰강사양성 

스마트폰 강사임성과정의 마지막 단거 
고급과정으로 스마트폰 고금 활용법 
강2:11인 작성, 강의자료 재작법 교육 

B의얻장 : 2017.06.16임 - 2017.07.07 
모집기간 : 2017.06.14 111시 
모집인원 : 20명 

눅 

............_.. 강의일성 : 2017.06.13일 - 2017.06.27 
모집기간 : 2017.06.12 끼지 
모십인원 : 20법 

됴 

.............._ 出의일정 i 2017.06.12일 - 2017.08.09 
오십기간 : 2017.06.06l'li서 
모집인인 : 20명 

� 

120%활용하기 
스마트폰카뻬라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과 
스마드폰 뱌페라 탈용법 교육 
,
.............._ 

강의임성 : 2017.06.05일 - 2017.06.28-
오십기간 : 2017.06.01 끼시 
모십인원 : 20명 

巨

중급과점2기 
컵퓨터 강사양성 
컴퓨터 랄용, 관리, 유지보수 교육 

............... 
강의임성 : 2017.06홀,9일 - 2017.08.16 
모섭기간 ; 2017.06.12 마지 
모십인인 : 20넘 

틀 

입문파정4기 
SW코딩 강사양성 
SW코딩 2017년 llJlll먹 업문과정으르
SW코딩에 대만개녕이애와
기조 활용법 교육 

B의얻정 : 2017.06.13얻 - 2017.08.10 
모설기간 : 2017.06.06 미시 
모십인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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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bfair.ydp.or.kr/
http://ydp.50center.or.kr/sub/01/0108_Read.asp?&field=&str=&sid=542
http://ydp.50center.or.kr/sub/01/0108.asp
http://ydp.50center.or.kr/sub/05/0501_read.asp?cidx=319
http://ydp.50center.or.kr/sub/05/0501_read.asp?cidx=317
http://ydp.50center.or.kr/sub/05/0501_read.asp?cidx=314
http://ydp.50center.or.kr/sub/05/0501_read.asp?cidx=312
http://ydp.50center.or.kr/sub/05/0501_read.asp?cidx=315
http://ydp.50center.or.kr/sub/05/0501_read.asp?cidx=316
http://plus.kakao.com/home/@%EC%98%81%EB%93%B1%ED%8F%AC50%ED%94%8C%EB%9F%AC%EC%8A%A4%EC%84%BC%ED%84%B0
http://blog.naver.com/ydp5060
https://www.facebook.com/ydp5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