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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말

열린 공동체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 해 되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김길구

청소년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변이의 출현으로 올
한해도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그 끝을 가늠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19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는 행복 가득한 2022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팬데믹의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4차산업혁명을 앞당겨 이를 극복하려는 코로나키즈 세대들의
대안적 문화가 우리의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반면 휴대폰과 컴퓨터를 친구로 비대면 방구석 문화가
확산되는 온라인 시프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위생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결벽증과 대인기피, 폐쇄공포 등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의 부작용 사례가 그것
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청소년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격감의 파고에 이어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청소년프로그램
축소의 장기화, 이로 인한 청소년단체들의 위축으로 인한 실무자들의 사기 저하 등 그 어느 시기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지혜와 협력, 그리고
굳건한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작년 한 해 협의회가 추진한 회원권 확대와 정책기관으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청소년정책포럼의 결성
같은 내적 혁신의 씨앗을 뿌리는 한 해였다면, 올 한해는 그 씨앗이 땅속 깊이 뿌리내려 비,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잘 자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의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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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S

ᆧ 2021년도 부산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2021년 12월 9일(목) 청소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연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회원단체 간
교류 및 간담회와 메타버스 바로 알기 특강으로 게더타운 실습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4차산업 혁명으로 변화한
청소년 지도에 관한 견문을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ᆧ 2021년도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표창장 수여
2021년 12월 31일(금)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부청협 표창 수상자 지도자 6명과 청소년
2명(사진 왼쪽), 청협 수상자 지도자2명 청소년 3명에게(사진 오른쪽) 상장과 부상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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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導者의 要件

세계도덕재무장(MRA/IC)부산본부
부대표

이태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든 지도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지도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관련된 모든
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성과있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더욱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논어 옹야편에 "知之者는 不如好之者이며, 好之者는 不如樂之者니라"라고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내용으로 좋아하면서
즐긴다면 錦上添花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先行其言, 而後從之" 먼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으로 논어 위정편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꿈을 키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로서의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리더는 조직의 목표나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조직의 문화와 욕구 체계에 따라 비전을
제시하여 동기 부여와 목표 의식의 제고를 통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을 통하여 지도자인 리더의 필수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잘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 매너를 갖춘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을 익혀야 하고 여러
나라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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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모국어만 구사한다면 활동의 무대가 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날수록 리더로서의 역할과 역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세계를 이끌고 있는 훌륭한 리더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은
의사결정에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갖게 하고, 신체적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즐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겸비한 지도자로서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사람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에 기준을 둔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라고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부패하고 썩어서 몸에 해로운 음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음식물은 발효하고
익어서 건강에 이로운 음식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나이가 들수록 재산이나 명예를
좇아 부패하고 썩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누고 베풀면서 사람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자로서 리더의 역할은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목적에 따라 리더의 형태가 달라지겠지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청운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지도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도자는 항상 다양하고 유용한 역량을 쌓고 능력을 익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기롭고 명확한 판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청소년단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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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the NEXT K-LEVEL?

◾ 부산과학고등학교 송 현 도

ᆧ

2021년, 역주행 열풍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K-음악 차트!

여러분에게는 나만의 ‘숨어 듣는 명곡’ 플레이리스트가 있는가? ‘숨어 듣는 명곡’이란 예전에 발매된
곡 중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도 듣기에 정말 좋은 곡이지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일컫는다. 음악 시장은 매일 계속해서 새로운 음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악 차트에서
예전에 발매된 곡이 순위권 안으로 다시 진입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전에 발매된 노래들이
2020년을 시작으로 갑자기 음악 차트 순위권 반열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여러 음악 차트 1위를
달성하는 기적 같은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흔히 이러한 양상을 ‘역주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예전에 발매된 노래가 다시 역주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020년에는 ‘1일 1깡’, ‘한국 다람쥐’,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등의 유행어들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2017년 12월에 발매된 가수 비의 음원 <깡>의 열풍이 불며 우리나라 안팎에서 크게 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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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적이 있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었고,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깡>을
춘다고 하는 ‘1일 1깡’이라는 표현이 SNS
상에 자주 등장했으며, <깡> 챌린지에 참여하여
안무를 커버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SNS상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올해 초인 2021년 2월에는 가수들의 공연
영상에 달린 유튜브 댓글들을 편집하여 영상을

비_깡_뮤직비디오 스틸컷

제작하는 한 유튜버에 의해 큰 주목을 받은
아이돌 그룹이 있다. 이 유튜버는 가수 브레이브 걸스가 지난 활동 기간 동안 군대에서 진행한 위문
공연과 음악방송의 공연을 교차편집하여 2017년 3월에 발매되었던 <롤린>의 댓글 모음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을 업로드한 후 얼마되지 않아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수가
많아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 브레이브 걸스는 활동 당시 수많은 군대로부터 초청되어 국방TV에서
하는 <위문열차> 공연을 많이 다녔기에 이 시기 복무한 군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룹이었다. 특히,
군인들이 즐겨 듣는 차트 목록이라고 해서 ‘밀보드(Military Board; Military와 Bill Board의 합성어)
1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는데, <롤린>이 역주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에는 브레이브
걸스를 기억하고 있던 군인들의 몫도 컸다. 더군다나, 브레이브 걸스는 이 영상이 올라오기 전만
하더라도 해체 직전의 상황이었기에 다시는 아이돌 그룹으로서 못 만날 수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 역전된 상황이 펼쳐지며 아이돌로서 제2의 삶을 얻게 되었다. 인기를 얻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레이브 걸스는 최근 음악 방송에서 다시 큰 활약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음악
차트에서 1위라는 명예스러운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 지난 6월에는 앨범 [SUMMER QUEEN]에
<치맛바람>이라는 타이틀곡과 함께 역주행이 아닌 정주행 반열에 올라 단숨에 여러 음악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였다.
<롤린>이 본격적으로 역주행한 이후, 사람들은 예전에 발매되었던 곡들을 다시 되찾아보며 숨겨진
명곡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롤린>처럼 역주행했으면 하는 곡이었던 밝고 상쾌한
멜로디와 가삿말을 담은 2016년 4월에 발매된 가수 라붐의 <상상 더하기>도 2021년에 다시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곡이 한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단체곡으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역주행이 시작되었는데, <상상 더하기>도 순식간에 여러 음악 차트에서 TOP
10 순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지난 6월 말에는 ‘VISIT BUSAN’ 유튜브 채널에 라붐의 ‘<상상
더하기> in Busan 2021 뮤직비디오’가 업로드되어 부산과 특별한 인연을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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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곡들은 모두 처음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노래가 발매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금 역주행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노래이다. 그렇다면 과거와는 달리 예전에
발매된 곡이 역주행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는 역주행이 가능했던 이유를 크게 유튜브 알고리즘과 MZ세대의 밈(Meme) 유행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 MZ세대란 컴퓨터와 인터넷을 하면서 자란 세대인 1981년~1996년생의 밀레니얼
세대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인 1997년~2010년생의 Z세대를 함께 일컫는
1981년~2010년생을 의미한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대중들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SNS 콘텐츠 산업 체계가 매우 활성화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IT 기기에 친숙한 MZ세대들의 새로운 문화를
주도해나가는 하나의 선두 문화에 오르게 되었고, SNS 콘텐츠 시장 소비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자리하게 되었다.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주로 시청하는 영상과 관련된 분야의 관심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자주 노출 시켜준다. 그러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과거에 올라왔던 영상이 다시 재조명을 받아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곡들이 역주행이 가능했던 이유도 이에 해당한다. 밈 현상
또한 현대 사회에서 MZ세대들의 새로운 소통방식을 마련하였다. 책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에
의해 명명된 학술용어인 밈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미와 보람이 중요시되고, 느슨한 연대를 즐기는 MZ세대와 IT
기술의 발달이 만나 형성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밈 문화는 우리 사회의 활력소로 꾸준히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며, 숨겨진 명곡들의 역주행은 종종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발매된 곡들의 역주행은 해당 곡을 부른 가수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지만, 대중들에게도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잠시 벗어나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하였다. 이번 역주행은 아직은 빛을 못 바래도 목표 달성을 위해
간절히 노력하고 임한다면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멋진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ᆧ

 없이 성장하는 K-CULTURE,
끝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다!

K-CULTURE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K-POP 부문에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흥행과 K-MOVIE 부문에서
영화 <기생충>의 흥행에 이어 2021년에는 K-DRAMA 부문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까지! 이뿐만 아니라, 음식
요리, 스포츠, 한국어 등 한국의 고유한 문화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최근 수년 간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즐겨
찾는 세계인들이 훨씬 많아졌다.
지난 9월 17일 OTT 플랫폼 NETFLIX의 단독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된 9부작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었다. 황동혁 감독의 작품인 <오징어 게임>은 온갖 빚에 시달리는 456명의 참가자가 의문의 서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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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참가하여 최후의 1등 상금인 456억
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내용으로, 게임에서 누군가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탈락시켜 죽음으로 보내야 하는
긴박한 순간들을 작품 속에 담고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달고나 게임’, ‘줄다리기
게임’, ‘구슬치기 게임’, ‘다리 건너기 게임’,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에서 어린 시절 흔히
오징어게임포스터

즐길 수 있었던 놀이들을 통해 자본주의 시대

속 경쟁 사회를 배경으로 생사의 기로에 달린 게임 참가자들을 등장인물로 설정한 점이 많은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현대 사회의 모순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연출 요소들이 많았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등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NETFLIX가 지원되는 전 세계 83개 국가에서 모두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하였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놀이 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제작 당시에는 해외의 큰 반응을 기대하지
못했으나, 공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외신 보도에서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성공비결을 드라마 속 등장하는 게임들의 간단한 놀이 규칙, 자본주의의 극단적·경쟁적인 현실 반영, 코로나19
대유행 속 빈부격차의 공감대 형성, 더빙과 자막을 통한 언어적 접근성 향상, 드라마 세트장의 배경과 디자인을
통한 시각적 효과들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OTT 플랫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시청각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영향도 컸다. 이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잘 몰랐던 한국의 문화에
대해 확실히 알리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가 문화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K-CULTURE가 지속적인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 발표된 기존의 아이디어 속에서 영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궁리하며 새로운 작품 속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큰 화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문화의 특성상 발전 없이는 기존의 틀에 갇히게 되어 지속적인 주목을 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진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즐기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문화는 일방적인 영역이 아닌, 상호적인 영역으로
우리 서로가 소통하기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를 찾아보고 함께 하려는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What’s the NEXT K-LEVEL? 과연 다음에는 어떤 콘텐츠가 세상을 놀라게 할지 큰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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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종합 과학 예술, 조경학
조경학, 어떤 학문인지 알고 계셨나요?

◾ 부산과학고등학교 송 현 도
ᆧ

그것이 알고 싶다, 조경학(Landscape Architecture)!

우리 사회 주변을 둘러보면 ‘조경’이라는 단어를 흔히 들어볼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조경학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하고 질문하면 ‘나무 심는 것(식목)’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경은 자연경관을 다루기에 자연 친화적인 분야에 속한다. 하지만 조경학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건축물을
제외한 외부공간을 다루는 종합 과학 예술적인 학문으로서, 식목을 조경학의 전반적인 행위라고 말하기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조경학의 범위가 매우 넓다. 조경학은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예술의 두 영역에서 이론, 실무, 교육 등 다양한 영역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왔다.
먼저, 조경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 조경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여를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조경진흥법」에서 제2조(정의) 1을 살펴보면 조경을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조경헌장」에서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 설계, 조성,
관리하는 문화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조경가 대표 단체인 미국조경가협회(ASLA;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에서 조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연 및 도시환경을 과학적
지식과 예술적 감각을 종합하여 분석, 계획, 설계, 관리, 보살핌(돌봄)의 역할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정의한다.
위의 3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볼 때, 조경의 공통적인 목표의 특성으로는 생태성, 기능성, 예술성, 지속가능성이 있고, 조경의
학문적 바탕으로 종합과학예술이 요구되는 융복합학문이라는 점이 있으며, 조경을 할 때 과정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조경학을 폭넓게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넓은
학문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경학은 자연과학과 공학 계열, 사회과학과도 융합적인 탐구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매우 수준 높은 미적, 생태적,
사회적인 외부공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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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은 그 도시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지역 환경의 이미지를 형상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21세기에 해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문제에 조경학을 이용하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게 열려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그린 인프라(전략적으로 계획된
높은 가치의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의 네트워크)와 IT 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어 나가기 위해 사회 전반을 이해하고 조경학을 연구하는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조경학 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조경학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진 아홉
분이 집필하신 「처음 만나는 조경학」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이 책에는 조경학을 깊이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기에 더 풍부한 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조경의 아름다움을 느끼길 바라며,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진정한
학문으로서의 조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출처] YES24 인터넷 서점

※ 기사 작성에 있어 책 「처음 만나는 조경학」, 대한민국 「조경진흥법」, 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헌장」과 미국조경가협회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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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캠페인으로

지구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켜요

◾ 센텀중학교 강 연 지

19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행정
조직과 인력확충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환경문제가 심
각해져 지구의 실제 온도가 높아지고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나라들과 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과 협약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로는 최근에 영국과 탄소중립 공동협약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보호 캠
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그중 내가 관심 있게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노력에는 스타벅스가 있다.
12곳의 스타벅스 매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여러 군데의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
사진출처: 유통소비뉴스

용하지 않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에코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시범 기간으로 다회용 컵을 꺼리는 사람들과 일회용 컵을 원하는 손님에
게는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지만 큰 비중의 손님들이 환경을 위해 다회용 컵을 사
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매자가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게 되면 보증금 1,000원을 내게 된다. 다 마
시고 나면 반환기에 컵을 세척하여 반납한다. 그러면 보증금으로 지불했던 1,000원
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기가 몇 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컵을 반납하기 위해 반
환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 전
국에 있는 매장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더 많은 반환기를 곳곳에 배치하

사진출처: 컨슈머타임즈

도록 하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데 더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리유저블 컵(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5년간 8,000만여명이 사용하
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모든 매장의 다회용컵을 통일시켜 타매장의 반환기에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
을 수 있도록 하면 환경오염과 온도의 급증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데 한 발짝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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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낱낱이 파헤쳐 보자

◾ 부산국제고등학교 하 정 우

요즘 들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
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유행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청소년들 역시, 대화 주제, 주요 관심사가
넷플릭스 시리즈, 영화, 드라마에 대한 내용들이다. 나 역시, 가족들, 친구들과 디즈니 플러스, 넷
플릭스를 구독하여 여가시간을 보낼 때, 잘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구독경제는 우리 생활에 깊숙
하게 스며들어 있다. 이 구독경제는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ᆧ

구독경제, 도대체 뭘까?

구독경제의 정의는 정기적은 요금을 지불하여 지속적으로 물품,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제활동
이다. 이 용어의 파생은 미국의 한 기업가가 만든 용어로, 경제 형태가 단발적인 구매와 판매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구독의 형태
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이 용어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초기 구독경제는 우리가 잘 아는 정기적으로 아
침에 오는 우유배달, 신문배달로 볼 수 있다. 이렇
게 생각하면 구독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
닌데, 일종의 계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요즘에는 우유, 신
문뿐만 아니라, 영화, 소프트웨어, 게임, 의류, 심
지어는 자동차에서 집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
었다. 현재 가장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 기
업에만 해도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 방송과 해
외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
폼들이 많다.

2021 겨울호 부청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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ᆧ

구독경제를 잘 이용하려면?

구독경제의 장점을 꼽자면, 바로 저렴한 가
격일 것이다. 많아봤자 만원 내외인 이용료
를 한달에 지불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한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영화 한 편 영
화관에서 보는 게 만원 정도인 것에 비교하
면, 플랫폼 내에 있는 모든 영화, 드라마들
을 한 달에 이정도 이용료에 이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생각해보면 또, 계속하여 신규 콘텐
츠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싼 가
격에 수많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에 효
용 면에서 좋다. 또, 판매자들 역시 지속적
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다. 가격 면에서 너무 저렴하기에 손
해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특성상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수익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단점 역시 존재한다. 한달의 만원 정도의 이용료라고 말했듯, 많지 않은 비용이라
생각하고 계속하여 지출하게 되면, 일종의 고정 지출이 되어버리고, 후에는 이것이 오히려 독
이 될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한달의 이용료를 내고도 콘텐츠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일들
이 비일비재하기도 한 점에서, 이 소비가 낭비일 수도 있다. 또, 너무 많은 플랫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장 우리가 어플로만 접할 수 있는 구독경제 플랫폼을 보자. 넷플릭
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 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택의 수들이 있다. 이것 자
체가 구독경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찾다 보면, 수많은 구독경
제 상품을 이용하게 되고, 이 자체가 과소비이기 때문이다.

구독경제가 어쩌면, 양날의 검일 수 있다. 자신의 소비 스타일에 맞게끔 구독경제를 잘 활용하
는 슬기로운 소비습관을 가지고, 과소비하지 않는 것이 구독경제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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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부산 수영구는 다음 달부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 쇼를 전국 상설 공연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에 맞춰 ‘광안리 M 드론 라이
트 쇼’를 매주 토요일 오후 2차례씩 공연하기로 했다.
공연은 동절기 오후 7시와 9시, 하절기 오후 8시와 10시에 시작한다. 공연은 10분 내외로
진행된다. 광안리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매주 주제를 바꿔 다양한 드론쇼가 펼쳐지는
데 오징어게임 패러디 공연, 시민 참여형 프러포즈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광안리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드론 프러포즈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사
연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 8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달 17일 마감된다. 당첨
된 커플은 수영구청 측과 드론으로 띄울 메시지와 음악 등을 상의해서 정할 수 있다. 해당
프러포즈 이벤트는 다음 달 11일 오후 7시와 오후 9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당 공연시
간은 10분 정도이며 당첨된 커플에게는 프러포즈 관람석도 제공한다.
공연은 드론 300대가 군무 비행을 하는 상설 공연과 크리스마스 500대 스페셜 공연으로
구성된다. 특히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와 함께 2022년 1월 1일 0시에 열리는 공연은 1천
200대의 대규모 드론이 참가해 ‘포효’라는 주제로 새해 호랑이해를 맞이할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는 앞으로 부산 야간 관광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관광객을 비롯해 지역민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72692&code=61122019&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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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을 위한
부산 동물보호센터 안전망 시급

◾ 부경대학교 국제학부 김 아 름

현재 부산 인구의 35%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등록을 마친 동물은 1만 1000마리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무
선식별장치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누적된 등록 동
물은 16만 2849마리가 됐다. 전국의 반려동물은 작년 232만 1000마
리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동물보호센터가
타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7477마리였으나 동물보호센터는 5곳뿐이었다.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
▶ 사진 출처: 연합뉴스
(유실·유기 동물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

사’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280곳 중 부산의 운영기관은 2%에
그쳤다. 이는 다른 광역시인 대구(24곳), 울산(18곳), 인천(12곳)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보호단체는 동물보호센터 증설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반려동물과 유기·유실동물의 수가 많다. 경기도가
56곳, 서울이 54곳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
하면서 반려동물 유기, 학대, 다중시설 이용 제한, 물림 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반려동물 보호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을 검토해 반려동물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은 “부산은 매년 1만 1천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고 잇지만 아이러니하게 유기·유실되는
동물 수 또한 7천여 마리 이상에 달한다”
라며 “더욱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 못지않게 유기·유실되는 동물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봉사에 동참하
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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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메타버스 교육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 청소년 상담학 민 예 랑

각종 청소년 센터에서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지도자들 대상으로 다양하 교육을 진해하고 있습니
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청소년 지도자 메타
버스 교육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ᆧ

메타버스란?

메타버스란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
실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을 뜻합니다.
ᆧ

청소년 활동 속에서의 메타버스의 활용

요즘은 청소년 활동도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청소년활동 현장에 계시는 지도자들도 많은 관심
을 가지고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축제, 다양한 청소년 축제들이 메타버스로 운영
되고 있는 사례들도 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 청소년
과학 페어'를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3일간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와 과학문화
포털 '사이언스올'에서 운영하는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활도을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SKT 이프랜드에서 개최된
'2021 청소년 과학페어' 모습
이렇듯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활동을 진흥 하기 위해서 미래의 청소년 지
도자분들의 메타버스 활용교육은 필수적
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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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놀러와! BT 전문가’

◾ 성일여자고등학교 성 연 주

한국생물공학회는 국내 생물공학분야 최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 학회로서 이공계진로촉진과 과학
문화확산을 위해 과학 대중화 문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집에 놀러와! BT 전문가’는 한국생물
공학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
의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생물공학회는 BT에 관심이 있는 중,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과 미래 생명공학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고 교과과정의 교재 및 이론의 틀을 벗어난 최신 생
명공학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
며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하였습니다. 한 장소에서 모여 특강을 진행하는 것
이 아니라 유튜브 ‘한국생물공학회’ 페이지에 들
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크게 ‘의
약생명공학(Red Biotechnology)’, ‘산업생명공
학(White Biotechnology)’, ‘농생명공학(Green
Biotechnology)’,‘해양생명공학(Blue Biotechnology)’로 총 4개의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4개의 특강 중 ‘의약생명공학(Red Biotechnology)’, ‘산업생명공학(White Biotechnology)’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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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생명공학(Red Biotechnology)
서울대학교 박태현 교수
바이오 산업의 트렌드는 의약생명공학(Red Biotechnology)에서 농생명공학(Green Biotechnology), 산업생명공학
(White Biotechnology)으로 흘러갑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다음으로
농산물 산업, 에너지 및 화학소재 산업 등으로 바이오 산업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기존 약품들이 적은 수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로 이루어져있다면 바이오 의약품은 많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재조합 단백질, 항체 단백질 등 기존 의약품보다 바이오 의약품이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입
니다.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은 보이어와 코헨의 연구를 통해 생산되었습니다. 보이어는 DNA를 자르는 가위를 연구하
였고 코헨은 박테리아 속으로 잘 들어가는 동그란 DNA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둘의 연구를 통해 DNA 재조합 기술이
완성되었고 유전공학 창시에 큰 기여를 하게됩니다. 최초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경쟁은 바이오젠 회사와 제넨틱 회사의
경쟁 사례가 있습니다. 바이오젠은 역전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제넨틱 회사는 DNA 합성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바이오젠
회사의 방법이 더 탁월하였으나 시대적인 한계로 이 두 회사 중 제넨틱 회사가 먼저 인슐린을 생산해내는데 성공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경쟁은 제네틱 회사가 승리하였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하는 것으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품목 및 품질이며
동등한 안정성 및 효능성이 입증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하는
것이기에 바이오 신약은 개발하는데 평균 12년과 약 10~20억이 필요한데 반면 바이오 시밀러는 시간도 평균 7~8년으
로 감소하고 필요한 비용도 약 1~2억 불로 대폭 감소합니다.

산업생명공학(White Biotechnology)
고려대학교 김승욱 교수
산업생명공학이란 미생물 또는 동식물세포나 효소를 이용항 생명공학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산업생명공학은 발
효공정(Fermentative processes)과 효소공정(Enzymatic processes)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발효공정은 정의된 환경 조건에 따라 확인된 미생물을 침지 배양 및 단종 재배로 배양하는 것이며 효소공정은 효소를
이용하여 바이오상품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역사를 알아보면 1600년 이전에 현미경이 발견되었고, 1600년대에는 세포와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1700년대에는 천연두 백신을 접종했으며, 1800년대에는 진화론과 유전법칙이 발표되었고 1900년대에 페니실린이
발표되고, DNA구조를 규명하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발명되고, 체세포복제 돌리양이 탄생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연구가 시작되고, 바이오의약품이 개발되었으며, 3D바이오 프린팅이 발명되었습니다. 유전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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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기술 발명을 전후로 이전을 전통적인 생명 공학 산업이라고 하며 이후를 현대 생명 공학 산업이라
고 부릅니다.
생물자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균, 진균, 바이러스, 미세조류, 버
섯, 동충하초 등의 ‘미생물 자원’, 종자, 식물, 식물조직, 식물 세포주, 유전자 변형 식물체 등의 ‘식물 자
원’, 동물, 곤충, 실험동물, 동물조직, 암세포, 줄기세포, 동물세포주 등의 ‘동물 자원’ 인체조직, 세포,
세포주, 인체 유래 물질 등의 ‘인체 유래 자원’, 미생물 자원, 식물 자원, 동물 자원, 인체 유래 자원의 정
보를 포괄하는 ‘정보 자원’이 있습니다.
생물자원은 ‘균주 선별 및 개발 → 배지의 준비 및 멸균 → 생물 반응기에서 대사물의 대량생산 → 대사
물의 분리, 정제 및 제제화’의 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바이오매스란 많은 미생물들과 식물들을 통틀어 칭하믄 것으로 현재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바이오 화
학 산업 등에 이용되고, 그것은 에너지산업, 환경 산업, 보건의료산업, 식품산업, 섬유산업 등에 널리 이
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사태가 여전히 진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짐에 있어 특강을 진행하기에 있
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 교수님들을 통해 미래 4차산업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우리집에 놀러와! BT 전문가’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
회를 적극 활용하셔서 BT의 기초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최신 정보 및 동향을 이해하고 생명공학기
술의 전망을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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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햄버거’로 이어진 양상추 수급난,
무엇이 문제일까

◾ 양운고등학교 정 명 진

‘마카롱 햄버거’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
가. 일명 ‘마카롱 햄버거’ 는 햄버거 속의 필
수 재료인 양상추가 양상추 수급 문제로 들
어가지 못하고 빵과 고기 패티만 들어가 이
모습이 마치 마카롱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맥도날드나 다른 페스트푸드 점들은
물론이고 다른 샐러드 판매하는 가게들 역
시도 양상추 가격이 폭등하여 양상추가 들
어가는 제품이 판매가 중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양상추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맥도날드는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선
제적으로 전체 매장에 공지하고 고객의 양
해를 구했다. 또 일부 양상추가 정량 이하
로 제공된 경우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무
료 음표 쿠폰이나 드립 커피 무료 쿠폰을 지급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롯데리아는 양상추
와 양배추를 섞어서 제공하였고, 버거킹 역시 너겟킹 3개를 증정하기도 했다. 써브웨이도 일부 매장에서 샐러
드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의 가격이 폭등하는 물가 상승은 특정 항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산업
에 걸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가 겪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
한 급격한 물가 상승의 원인에는 재난 재해로 인한 공급중단, 코로나 기간의 유동성 증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기대심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물류대란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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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란 필요한 양의 물품을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내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일컫는 말로, 실물 경제에 가장 중
요한 내용이며 모든 경제 거래 관계의 근원이 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물류 대란’이란 현재 그 물류가 원활히 이
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물류 유통이 대란인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수적인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전 세
계를 강타한 코로나 펜데믹 때문이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세계 경제는 정체되었다. 그
러나 이런 상황 속 백신 접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이 행해졌고 방역 해제
조짐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은 급격하게 소비를 늘리며 이른바 보복 소비가 본격화되었지만 커진 소비 심리를
기존의 물류 상황으로 채우기는 어려웠다.
즉, 물류 수요는 더 늘어났지만 오히려 물류 공급은 더 감소하게 되어 자연스레 ‘글로벌 물류대란’이라는 하나
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여기에 다른 이유와 합세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고작 햄버거 하나 사먹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까지 코로나가 침투한 것을 보면 코로나가 경제, 문화, 환경 등 분
야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외로운 생활을 하다보니 코로나 이전의 생활이 더욱 간절해진다. 이 위드 코로
나를 종식하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의 생
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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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이 간다

스트릿 스포츠

◾ 센텀중학교 최 재 혁

최근 부산 청소년 사이에서 스케이트보드, 스턴트 스쿠터, bmx등과 같은 스트릿 스포츠
들이 유행하고 있다.
스턴트 스쿠터란 묘기 기술(트릭)을 구사하기 위해 더 가볍고 강하고 만들어진 킥보드로
부산에 많이 배치되어있는 파크장에서 트릭을 연습하며 실력을 키워나간다. 예전에는 파
크장 하면 야외에 있는 대형 구조물들을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편의 시설을 갖춘 대
현 실내 파크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산에 위치한 국내최대규모의 실내
파크장인 모노루가가 있다.
envy scooter s8
(출처-envy scooters)

스턴트 스쿠터는 올림픽 등의 국제 대회에서 진행하는 공식 종목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큰 규모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쉽게도 부산은 아니지만 춘천에서 매년 ASC(Action

Sport Championship)을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출전한다.
우리나라의 스턴트스쿠터 유튜버는 익스트림라이프 TV
다. 현재 구독자는 3천명(11월 13일 기준)으로 스턴트스
쿠터 트릭, 국내 유명한 파크장, 스턴트스쿠터 리뷰등의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해외의 유명한 스턴트
스쿠터 유튜버는 John Reyes다. 현재 구독자는 58만명
(11월 13일기준)으로 스턴트스쿠터 스트릿 트릭 영상을
업로드한다.
부산에서 스턴트 스쿠터의 장점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존레이즈 (출처-john reyes insta)

것이다. 영화의 전당, 해운대는 스턴트 스쿠터 뿐만 아니
라 다른 라이더들에게는 핫플레이스다. 그리고 대부분 평
지인 지형적 특성 덕분에 장거리 라이딩도 힘들지 않다.
가장 좋은 점은 스턴트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은 서로의 동
호회나 크루를 만들어 함께 라이딩을 다닐 수 있다는 것
이다.
스턴트 스쿠터는 다른 스트릿 스포츠보다 입문하기 쉽고
즐기기도 쉬운 것 같다. 코로나로 많은 청소년이 지친 지
금, 스트릿 스포츠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추천해 본다.

춘천ASC (출처-국민일보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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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806-4717

회원단체
활동
지도

청소년진로 및 취업컨설팅, 전통문화체험활동
◗ 범어청소년동네 508-0243 (금정청소년수련관 581-2070)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역사탐방사업
◗ 보물상자 923-1001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화상을 확립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과 장학사업
◗ 부산청소년문화센터(YAM)가나안수련관 517-5110

청소년건전육성사업
◗ 21세기공동체개발원 701-2113

공동체놀이 활동을 통한 청소년 관계 증진

북

구

◗ 삼동청소년회 361-6685 (금곡청소년수련관 361-6685)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청소년의 좋은 이웃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38개 회원단체를 소개합니다.
(단체명 가나다 순)

◗ 한국청소년문화보호협회 327-6262

청소년건전육성사업

부산진구
◗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RCY본부 801-4031

청소년캠프, 자원봉사체험학교
◗ 디아코니아부산 898-3793

독서운동(작은도서관 ‘꿈여울’ 운영),
부산진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리더십아카데미
◗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513-4306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부산문예창작마당, 청소년택견교실
◗ 안국청소년도량 501-7555 (양정청소년수련관 868-0750)

청소년건전육성사업
◗ 틴스토리 804-5391

(부산진구청소년문화센터 807-4864)
좋은학교 만들기 운동, 진로탐색 역사기행,
학업중단위기 학생 학업복귀 지원사업
◗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부산광역시지부 816-334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멘토
◗ 한국청소년부산광역시연맹 804-3001

사회봉사활동, 나라사랑활동, 국제교류활동, 전통문화활동
◗ 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070) 7335-7853

청소년피구대회, 청소년클럽 축구리그대회, 스포츠캠프
◗ 한국B.B.S부산광역시연맹 861-0067

사랑의 교실 운영, BBS청소년 대상 시상식,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캠페인

서

구

◗ 내원청소년단 241-0696

(함지골청소년수련관 405-5223/구덕청소년수련관 246-4685)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전통문화계승사업
◗ 한국숲사랑청소년단부산지역회 994-5125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 사랑 정신을 함양

사하구
◗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부산지부 205-1505

전통무예를 통한 정신과 육체 단련 청소년화랑단체
◗ 한국청소년스포츠문화원 200-7812 청소년수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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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 864-4569

교육문화콘텐츠 제작·보급, 청소년체험활동
◗ 청소년폭력예방재단부산지부 583-8295

사랑의교실(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연제구
◗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부산지부 868-0138

청소년건전육성사업
◗ 한국항공소년단부산경남연맹 364-5988

항공체험교육장 운영, 찾아가는 항공과학교실

해운대구
중

구

◗ 십대의벗청소년교육센터 462-7179

청소년진로교육, 코스토리, 청소년 락페스티벌

동

구

◗ 한국스카우트부산연맹 467-3661

사회교육활동, 청소년캠프, 국제교류활동
◗ 한국해양소년단부산연맹 743-5589

해양레저스포츠체험, 광안리SUP대회
부산광역시배 드래곤보트대회

◗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862-3725

청소년단체 사업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지도자 연수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852-3461

청소년정책 수행 및 활동 지원
◗ 부산흥사단 469-112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독도사진 전시회, 부산근대역사 탐방
◗ 부산YMCA 440-334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센터 ‘동행’ 운영,
청소년클럽활동, 청소년정책제안
◗ 부산YWCA 441-222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알쪼CO볼, 봉아름, 키다리학교,
찾아가는 청소년유해환경 교육
◗ 세계도덕재무장(MRA/IC)부산본부 464-9929

바른생활 캠페인, Sing-out합창경연대회, 국제교류활동
◗ 청소년교육문화재단 465-8110 청소년교육·상담, 자원봉사활동
◗ 한국걸스카우트부산연맹 468-9993

수영구
◗ 부산가톨릭청소년회 629-8784

청소년봉사활동 동아리 ‘하늘사다리’,
청소년캠프, 푸른나무 청소년 상담실
◗ 불국토 753-9907

청소년활동, 복지, 교화사업
◗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624-558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성폭력예방교육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프로그램

남

구

◗ 국제청소년연합(IYF)부산지부 627-0852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캠프

국제교류활동, 걸스카우트큰잔치, 역사야 놀자, 청소년캠프
◗ 한국청소년마을부산협회 467-6477

청소년건전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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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단체NEWS
(사)세계도덕재무장(MRA/IC)부산본부
(사)세계도덕재무장(MRA/IC)부산본부는 절대정직, 절대순결, 절대무
사(無私), 절대사랑의 4대정신을 실천하여 새사람, 새가정, 새나라, 새
세계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뜻있는 학교 교원과 청소년 학
생, 그리고 사회인사가 참여하여 도덕생활 캠페인, 정신교육 수련활동,
위문봉사활동, Sing-out합창경연대회, 국제교류활동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단체이다.

크숍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MRA/IC부산본부 조우제 대표와 이
태재 경영학 박사, 그리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장 한상규 박사님
으로부터 “MRA/IC의 정신교육과 새로운 시대 시민사회와 변
화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듣고 소감문을 작성, 조별토론과 발
표회를 개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켰다.

MRA/IC청소년 진로교육 수련대회

MRA/IC청소년 도덕수기 공모전

MRA/IC부산본부에서는 부산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지원을 받
아 7월 중 “청소년의 삶, 선한 마음 바른 마음”을 주제로 도덕
수기공모전을 개최했다. MRA/IC 5개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
로 나눔, 효행, 봉사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거
나 도덕적 행동을 실천한 내용을 수기 형태로 작성, 제출하게
하여 우수한 원고를 선정, 수기집(90페이지, 120권)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총 33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 등으로 시상
하였고, 학교별로 수기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덕적 생활
에 대한 실천의지를 고취시켰다.

MRA/IC청소년 뉴-리더 워크숍

MRA/IC부산본부에서는 10월 중 남성여고 등 5개교 MRA/
IC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진로교육 수련대회를 개최했
다. 학생들은 전원이 “내가 선택할 장래 직업과 그 준비과정”에
대한 원고를 작성 제출하고, 그 중 우수작을 선정, 자료집(110
페이지, 180권)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총 37명의 학생에게 시
상하면서 학교별로 진로발표회를 개최토록 하여 참가학생들에
게 진로의식을 고취시켰다.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
사단법인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는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
기 위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 활동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 관련 프
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도자 연수
및 교재개발을 하는 단체입니다.

마인드 그로 드림 업

MRA/IC부산본부에서는 10월 16일 토요일, 부산진구 동성로
신우빌딩 317호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영산고 등 4개교
MRA/IC지도급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다원화된 공동체사회에
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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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명상 캠프 ‘마인드 그로 드림 업’이 9월 11일 부산 관음사
에서 열렸습니다. 호흡 그림, 젠탱글, 조약돌 명상, 향기명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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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학생들의
피로를 달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 동래구 청소년어울림마당
“365청청드림”(비대면 활동)

랜선 천진불 가족 음악회

전국 9개의 합창단 가족이 참여한 랜선 천진불 가족 음악회가
2021년 11월 21일(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합창단, 부산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
창단,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부산 무진선원 무진
선재, 제주 신제주불교대보리왓, 함양 서암정사 상림어린이합창
단, 부산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 대광명사 슬기어린이합창단,
혜원정사 혜원어린이합창단에서 사전 예선을 거쳐 통과한 18
팀의 가족이 9개의 합창단 대표로 본선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 및 줌
(ZOOM)을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되었으며 현장에 참여하
지 못한 가족은 실시간 댓글과 영상으로 열띤 응원을 보내며 즐
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단절된 사회 속에서 가족
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랑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총16개 동아리가 참가하는 2021년 동래구 청소년어울림마당
“365 청청 드림”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댄스, 수화, 인형극,
밴드 등의 공연과 요리, 재활용 공예, 3D 토퍼 만들기 등의 체
험과 역사랑 놀자, 명상활동까지 다양한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
브로 만납니다. “365 청청 드림” 유튜브 업로드 일시는 1차 6
월 26일(토), 2차 7월 24일(토), 3차 8월 28일(토), 4차 9월 25
일(토), 5차 10월 30일(토)입니다. 5차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사직야구장 실내체육관에서 현장 공연 및 체험활동으로
진행했으며 성황리에 종료하였습니다.

나비의 그린라이프 환경일기장 공모전
시상식과 수료식

마인드ON(I AM as I AM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나:는 지구의 비:상구

온라인으로 만나는 MIND-ON.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인드-온, 나와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
하는 마인드_온. 우리 마음의 불을 밝히는 시간 마인드_온. 청소
년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 총 4회기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 대상 및 인원 : 1
 . 초등 3학년~6학년(40명)
2. 중등 1학년~고등 2학년(40명)
‣일

나비의 그린라이프 스토리 환경일기장 공모전 시상식과 수료식
으로 나비대원들의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환경일기장 공모전
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이 수여
되었습니다. 모든 나비대원들에게는 대원증과 나비 뱃지를 기
념품으로 증정하였으며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의 저자, 최
원형 작가의 특강으로 수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활동은 끝났
지만 ‘저탄소 생활과 쓰레기제로 실천’은 계속 하기로 약속한 나
비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제71차 전국지도자연수회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

시 : 1. 초등학생
• 1차: 10월 2일(토) 오전10시~11시 30분(90분)
• 2차: 10월 3일(일) 오전10시~11시 30분(90분)
2. 중학생
• 1차: 10월 2일(토) 오후 7시~8시 30분(90분)
• 2차: 10월 3일(일) 오후 7시~8시 30분(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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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3일(금), 경주 황룡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용
정운 작가와의 ‘그림TALK 마음TALK', 스토리가 있는 요가여
행, 그림책을 명상하는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
웠습니다. 그림책을 선정하는 방법과 계획안 작성, 그림책 읽
기, 마법모자 만들기 등 이론과 실습을 통해 행복한 마음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토닥토닥 마음여행”

코로나로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여행, 마음 가방 하나면 충
분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비대면 프로그램
• 날짜: 1차-12월 11일(토), 2차 12월 12일(일)
• 시간: 초등 오전 10시 30분~12시(90분)
중등 오후 7시~8시 30분(90분)
• 대상: 초등 3학년~6학년, 50명, 중고등학생, 50명

범어청소년동네 금정청소년수련관
1997년 IMF구제금융위기 당시 부산역 광장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펼
치고 노숙자 쉽터를 열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과 함께 했던 것을 시작
으로 오늘까지 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지역주민 등을 아우르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연 ‘내게 ON 뮤직’

팀을 나누어 악기공연팀(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공연기획팀(음
향, 영상, 조명, 진행 등), 음악포스터제작팀 등으로 나누어 4시간
동안 하나의 음악기획행사를 개최해보는 프로그램

선거기초소양교육 ‘보트원정대’

○ 대면 프로그램
• 내용: 싱잉볼로 떠나는 토닥토닥 마음여행
• 일시: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10시 30분~12시
• 인원: 선착순 20명
• 장소: 한나래문화재단

2021‘ 청소년 포상제 포상식

청소년이 실제 선거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어렵지 않은 주제
로 선거교육 및 실제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 진행.(선거기
초소양교육, 관심있는 선거에 관한 네컷만화그리기, 실제 투
표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네컷만화 투표)

<금정구청소년어울림마당>
금정구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 ‘금정으로놀러와락’

축하합니다.
진불선원, 단이슬, 정인사 총 48명의 청소년들이 자기개발,
신체활동, 봉사활동, 탐험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에 참여한 친구들의 포상을 축하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청소년문화
예술기획원탁토의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직접 기획하고 청
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금정구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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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너게인

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환경지킴 줍깅’을 주제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주워보고 활동영상(소감)을 피드백한 체험마당을 비롯,
동아리별 체험키트를 각 가정으로 보내 비대면 체험활동 프로그
램을 제공하였다.

2021년 연제구청소년어울림마당
‘우리들이 뽐내는 끼뿜뿜’

악기 초보 경험자인 청소년지도자가 악기를 처음 접하는 청소
년에게 악기 교육, 팀별 전문 녹음, 영상 제작 및 SNS 업로드,
청소년이 기획한 발표회 활동

2021년 12월 4일 2021연제구청소년어울림마당‘우리들이 뽐
내는 끼뿜뿜’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동아리 활동 영상, 체험
키트 활용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었다. ‘끼뿜뿜’을 주제로
동아리별 공연대회를 개최, 동아리별 경연마당을 제공하였고
동아리별 체험키트를 개인별로 발송하여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변화하는 청소년프로그램의 장을 마련하였다.

미래청소년상상T움

(사)삼동청소년회 금곡청소년수련관
(사)삼동청소년회가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금곡청소년수련관은 현시대
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들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여 자주적이고 능동적이며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
성 그리고 주체성을 고루 갖춘 심신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추석 프로그램 ‘슬기로운 한가위’
코로나19로 인해 추석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머무르며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여 준비하였다. 추석 명절 음
식의 전통 역사 및 유래에 대해 되새겨보며 가족과 함께하는 강
정 만들기, 둥근달에 소원을 비는 소원 로또, 전통매듭을 활용한
키링을 만들어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021년 연제구청소년어울림마당 ‘우리말겨루기’
2021년 10월 2일 2021연제구청소년어울림마당이 비대면으
로 진행됨에 따라 각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영상, 체험
키트 활용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송출하였다. ‘우리말겨루기’를
주제로 속담, 순우리말 등 퀴즈로 풀어보는 수련관 체험마당, 동
아리별 체험마당 체험키트를 각 가정으로 보내 비대면 체험활
동의 장으로써 활용 가능한 기회가 되었다.

미래청소년상상T움은 창의융합형 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
표로 청소년들의 놀터·배움터·쉼터를 위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
였다. VR·AR·MR체험, 로봇, 드론,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첨단
기기활용을 배움으로써 미래 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초등 일요체험활동프로그램

2021년 연제구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환경지킴 줍깅!’

2021년 10월 23일 2021연제구청소년어울림마당이 동아리 활
동 영상, 체험키트 활용 영상을 유튜브 계정 송출을 통해 비대면

야외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기획된 초등 일요체
험활동프로그램은 7월 생활원예 가족체험, 8월 스위트홈베이킹
도넛만들기, 9월 슬기로운 한가위 강정만들기, 10월 경주빵 만
들기(한국관광공사연계), 11월 문화나들이 연극관람, 12월 서
바이벌 및 루지체험 등으로 이루어졌다.

2021 겨울호 부청협회지

31

금곡통합방과후센터

2021년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진학박람회 ‘로망투어’

특성화 프로그램(난타, 드론, 창의3D펜, 로봇, VR·AR, 스포츠)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흥미로운 체험활동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
회와 교육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기회 다양화 및 교육 균형 발전
을 이룩한 통합교육임을 알 수 있다.

북부지역 초·중·고교 재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진로진학박람회를 진행하였다. 박람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과 전문 직업인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
을 찾고 다양한 정보 획득하여 진로 계획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1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샛별☆

2021년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꿈.잡(Job).기(技)

청소년운영위원회 ☆샛별☆은 청소년 자치기구로써 수련관 운
영방향, 사업계획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참
여를 함으로써 수련관이 청소년시설로서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군 및 미래유망직업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오감을 활
용하여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2021년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꿈나침반
NO플라스틱약속 캠페인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인들을 초청하여 대면·비대면 방식의
강의를 통하여 각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
다. 현직에서 활동하는 직업인들의 강의를 통하여 직업의 전망
및 개요를 알아보고 진로설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였다.
지구 환경문제의 주법인 플라스틱은 인체에도 유해하여 전 세
계적으로 사용금지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NO 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을 실시,
청소년과 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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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직업인성과 심심(心心)풀이

부산YWCA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을 ‘Y-틴’이라고 칭한다. Y틴은 다른지역의 Y-틴과 연대하며 사회적 이슈에 함께 대응하
는 조직력과 시행력을 갖춘다. 그중 하나인 ‘동부지역Y-틴 회
원대회’를 지난 8월에 진행하였다. Y-틴 중점운동인 ‘환경’을
주제로 각자 작성한 환경일기, 회원 Y별로 실천한 환경운동 등
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키다리학교 (키우자! Y다운리더십학교)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함양을 위하여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회차 인
성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성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2021년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콘서트 ‘소통콘서트’
‘키우자!Y-다운 리더십! 학교’의 줄임말인 키다리학교는 청소년
들이 리더십을 향상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리더십프로그램이다. 키다리학교는 월 1~2회 온라인 혹은 오
프라인으로 모여서 주체적으로 활동 주제를 정하고, 활동을 진
행한다. 올해는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했다.

경남공업고등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동아리
소리로 통하는 음악콘서트를 진행하여 음악을 통하여 소통하고
진로에 대한 생각을 교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예술심리
교육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청소년 맞춤형 진로콘서트를 개최함
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부산YWCA
부산YWCA는 시민단체로서 부산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
동,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청소
년 리더십향상프로그램 ‘키다리(키우자 Y-다운 리더)학교’와 자원봉사프로
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운동 및 청소년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연대모
임을 통하여다른 지역 청소년과 교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다.

동부지역Y-틴 회원대회

경남공업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동아리활동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청소년유해환경개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직접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캠페인을 기획 및 진행하
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실천했다. 2
학기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활동’을 주제로 진행
되었다. 아르바이트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 및 예방하
는 방법 등을 배웠다.

(사)한국항공우주소년단 부산경남연맹
저희 단체는 한국항공우주소년단 부산경남연맹 학교대와 지역대로 운
영되며, 항공관련 기초교육, 체험, 전시와 각종대회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진행하며 교사연수와 경량비행기, 드론조종장치 관련 교육을 실시
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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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 체험

한국해양소년단부산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1980년 청소년에게 해양에 관한 교육을 통하
여 해양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 해
양관련 청소년단체로 바다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
원들이 바다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별이 빛나는 수영강 LED 카약 체험
김해중앙여중 드론관련 기초교육과 체험, 조종, 시물레이션등
5주간 교육

항공융합인재(창의재단후원)

수미초등학교 5학년 1,2,3,4반 드론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일간 실시

지방연맹 지도자연수(충북연맹)

한국항공소년단지방연맹 지도자연수 - 충북연맹사무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수영강에서 ‘별이 빛나는 수영
강 LED 카약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시 주최, 한국해양
소년단부산연맹 주관, 수영구 후원 하는 이번 행사는 LED로 장
식한 카약을 타고 수영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체험하는 이벤트
를 통해 해양레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해양레저 분
위기를 띄우기 위해 마련했다.

2021 수영강 LED SUP Moonlight Tour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수영구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부산
연맹 주관하는 ‘2021 수영강 LED SUP Moonlight Tour’ 행사
를 개최하였다.

청남대방문(대청호)
제2회 광안리 남극 펭귄 SUP 대회

청남대 방문 단체사진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수영구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

34

www.bsyouth.net

회원단체NEWS
부산연맹이 주관하는 제2회 광안리 남극 펭귄 SUP 대회가 펼
쳐졌다. 이 날 100여명의 SUP동호인 및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
데 300M 초등부, 500M 청소년부, 1KM 성인부, 2KM 오픈,
단체 BIG SUP 경기를 진행하였다. 메인 경기와 함께 이벤트 경
품추첨, 미니 게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되었다.

2021 전국 지도교사 워크숍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부산지역회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
로 설립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들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
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산림학교, 그린스타트스쿨, 학교숲가꾸
기 사업, 사랑의 땔감나누기,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숲교육지원사업
등 청소년과 지도교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탄소중립 아카데미

• 일자 : 2021.11.19.(금)∼11.20.(토)
• 장소 : 제주도
• 목적 : 산림환경교육 우수활동사례(동래원예고 최우수상, 산
림청장상 수상)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제주 산림 생태문화
탐방(사려니숲, 비자림,다랑쉬오름)
• 참석인원 : 총 49명(부산 7명)

안국청소년도량

• 일자 : 2021.10.2.(토) 08:00∼17:30
• 목적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및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치유센터
• 참석인원 : 22명
• 내용 : 부산환경공단 안희정 실장의 특강과 부산자원순환협
력센터 및 생곡쓰레기매립장 견학, 체험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행동 지도능력 증진

재단법인안국청소년도량은 민족공동체의 정의실현과 한민족 문화 창
달을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관련 연
구 및 출판,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환경, 복지, 장학, 봉사 활동,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웹툰공간 상상[T]움

7기 그린 스타트 스쿨 참가

• 2021년 1월 ~ 12월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은 서구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
하여 3D프린팅 모델링작업과 웹툰 제작, VR 등의 창의융합프
로그램을 통해 미래인재형 성장의 기회를 가졌다.

• 일자 : 2021.11.12.(금)∼11.13.(토, 목)
• 장소 : 칠곡 숲체험원
• 목적 :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및 창원편백 치유의 숲 치유센터
• 참가인원 : 전국 70명(동래원예고 학생 21명,지도교사 2명,
총23명)
• 내용 : 오감을 느끼고, 창의적 조형물 만들기, 공동미션 해결
을 통해 건강한 신체, 올바른 인섬을 함양하는 1박2일형 캠프
형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득! ‘진로, 창의적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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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12월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교와 유기적인 연계를
하여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활동으로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
험활동을 통해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문화학교 토요체험 프로그램 “3D 체험”

양정청소년운영위원회 양청위 플러스(+) 정기회의

• 2021년 7월~12월
•모
 델링 작업을 통한 3D제작 원리 이해와 디자인 제품을 직접
제작해보며 메이커스 관련 창의력 증진과 창의융합형 인재 성
장의 기회가 되었다.

부산진구연계프로그램 “드림스타트”
• 2021년 7월~12월 매주 토요일
• 양정청소년운영위원회 양청위플러스(+)는 매월 3째주 토요
일에 정기회의를 열어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수련관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진행을 통해 청소년자치기구로서 청
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돕는다.

청소년들의 문화놀이터 '꼼지락 꿈지락 ToYoDay‘
• 2021년 7월~12월 매주 토요일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은 매주 토요일마다 꼼지락 꿈지
락 ToYoDay를 통해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감성
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 2021년 8월 ~12월
• 웹툰제작과 태보 체험활동으로 청소년의 신체발달 및 창의력 성
장을 돕고 협력활동을 통해 청소년 간 협동심을 유발하여 긍정적
인 성격형성에 조력하여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할 수 있었다.

문화학교 토요체험 프로그램 “On택트. 미디On”

청소년연계동아리 “별마루” 중간평가회 및 동아리 연합회
• 2021년 9월, 10월, 12월
•양
 정청소년수련관 연계동아리 별마루가 모여 활동 계획을 수
립하고, 동아리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친목도모의 시간과 수
련관 이용시 건의사항, 동아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청소년
들이 자유롭게 논의를 통해 청소년 활동 활성화할 수 있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양청위 플러스(+) 비대면 교류활동
‘Zoom in the 게임’
• 2020년 7월, 10월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On택트, 미디On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팀별 개성이 담긴 영상 콘텐츠 제작체
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1인 미디어 시대에서의 역량
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문화학교 토요체험 프로그램 “웹툰 속 세상”
• 2021년 7월 ~12월
• 씬티크 장비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캐릭터, 웹툰
등의 작품을 제작해봄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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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4일(토)
•타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Zoom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회원단체NEWS
방탈출 게임 및 교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간
친밀감을 증진하는 한편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
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비대면 자원봉사즐기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양청위 플러스(+) 비대면프로그램
‘에코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8월
• 양정청소년운영위원회의 주도적인 기획 및 활동으로 자주성
을 높이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집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
는 ‘친환경’ 관련 다양한 체험거리 제공을 통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양청愛빠진 여름나기 문화체험 프로그램 ‘방.청.캠’,
‘슬기로운청소년생활’
• 2021년 8월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
소년들이 안전하게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이커 활
동 및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2021년 9월 29일(수)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원
봉사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자원봉사즐
기기 프로그램(자원봉사활동 빙고)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
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말형 양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새봄’ 운영

추석맞이 특별 프로그램 ‘럭키 홀로[HOLO] Day’
• 2021년 9월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청소년
들이 안전하게 가정에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키트제
공형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제
한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였다.

청소년웹툰공간 상상[T]움 현판식 진행

• 2021년 7월~12월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월 1회 일
요일 돌봄이 필요한 지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주말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창의 융합 프로그램, 뉴
스포츠 활동, 역사체험,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양청위 플러스(+)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9월 29일(수)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웹툰공작소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식을 진행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
두 수련시설로서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현판식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202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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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청소년운영위원회의 주도적인 기획 및 활동으로 자주성
을 높이고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비누 만들기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지역사회 청소년들
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운영위원회 “2021 평가회”

제 13회 부산 청소년인재상 시상식
• 22021년 10월 30일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은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및 봉사
활동을 한 청소년들을 격려와 포상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공
정한 심사를 거쳐 총 13명의 수상자들에게 부산시의회의장
상, 부산교육청 교육감상,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등을 시
상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4회 양청댄스페스티벌
(VILLAIN AND HERO – 작은 영웅들의 카니발)

• 2021년 12월 18일
• 양정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양청위플러스(+)
는 한 해 동안 활동을 돌아보며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진
후, 간담회를 통하여 수련관의 개선사항과 의견들을 공유하고
2021년 양청위플러스(+)의 방향성을 다질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음.

아이들과 미래재단 연계 ‘2021 청소년 경제교실’
• 2021년 7월~12월 2,4주 수요일
•아
 이들과미래재단과 연계한 청소년 경제교실은 청소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경제관념, 이론 등을 다양한 방법과 흥미
를 유발하여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2021년 11월 13일
• 장소 :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업과 단조로운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놀이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잠재된 끼와 열정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제 22회 청소년만화축제 ‘상상다반사’

• 2021년 10월~12월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만화 공모전을 통
해 무한한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
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가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12월 11일 온라인으로 시상
식을 진행하여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와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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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WA형 PBL ‘제로마켓 프로젝트’
• 2021년 7월~12월 1,3주 수요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한 제로마켓 프로젝트는 과소
비, 과생산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인식하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아보는 제로마
켓을 개최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멘토링교실’

• 2021년 7월~8월
•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다양
한 과목의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다
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비슷한 연령의 지역사
회 청소년들과 함께 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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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추석특별프로그램 ‘추석 CHECK’
• 2021년 9월 17일 ~ 18일 (총 3회)
• 양정청소년수련관 및 각 가정
•추
 석을 맞이하여 우리가족 50문 50답, 송편만들기 등 가족들
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토요체험활동 ‘진로미래탐방 진.미.체’

• 2021년 8월
•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각 가정
• 청소년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도시락, 학습교재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긴급돌봄을 운영하였다.

진로체험프로그램 ‘내 꿈을 JOB아라’
• 2021년 8월
•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각 가정
•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 꿈을 Job아라’는 참여청소년의 홀랜
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공예가,
플로리스트, 보드게임 지도사 등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활동을 통해 참여청소년들이 진로가치관을 형
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2021년 9월 ~ 12월 (총 4회)
•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등
•진
 로맞춤형 STEAM활동으로 영화박물관, 솔로몬로파크를 견
학 후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 청소년 스스로 실생활에서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방카동행복다방 ‘생일파티’

가족과 함께 하는 ‘요리보GO, 조리보GO’
• 2021년 8월
•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각 가정
• 세계 여러나라들의 대표 음식과 문화를 알아보며 각 나라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요리
를 체험하였다.

부산진구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프로그램’

• 2021년 7월 ~ 12월
•매
 달 청소년들의 생일파티 진행 롤링페이퍼, 게임 등을 진행
하여 참여 청소년들 간의 유대 관계가 강화되었다.

특별프로그램 ‘나만의 한글 브랜드 만들기’

• 2021년 9월 10~24일 (총 3회)
•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각 가정
•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 스마트폰
위험성 인식 및 나의 문제인식 파악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
의존하는 원인 탐색과 과의존 하지 않기 위해 대안탐색을 진
행하고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자신이 긍정적으
로 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 2021년 10월 21일
•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무분별하게 쓰이는 외래어를 알
아보고 한글로만 이루어진 브랜드를 구상 후 신발에 디자인해보
며 창의력 향상과 한글날의 의미를 상기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2021 겨울호 부청협회지

39

특별프로그램 ‘푸드테라피’

2021학년도 ‘꿈꾸는 우리, 빛나는 오늘!’ 발표회 및 졸업식

• 2021년 11월 17일
• 상황별 나의 감정을 음식재료를 활용해 감정주먹밥을 만들어
보며 참여 청소년들간 서로의 마음을 공유해보는 시간과 솔직
한 나의 감정과 마음을 털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말자기개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나는 JOB,
알.쓸.신.JOB’

• 2021년 12월 18일
•2
 021년 운영보고 및 청소년들의 무대공연으로 2021년 발표
회 및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본 발표회 및 졸업식은 청소년들
이 주도적으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함과 동시에 플로리스트 체
험활동으로 청소년들 간 소속감과 친화력을 키울 수 있었다.

• 2021년 11월 13일
• 전문직업인(제과제빵사)과의 만남을 통해 보틀케이크를 만들
어보고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나눔활동을 해보며 나누는 기쁨
을 알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특별프로그램 ‘방카가 신나쓰마쓰!’

친구초청프로그램 ‘친구 DAY’

• 2021년 12월 20~24일
• 양정청소년수련관 및 각 가정
•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파티플래너가 되어 장
소와 의상컨셉, 케이터링 등을 계획해보고 가족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가죽지갑, 입체카드, 과자의 집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2021년 11월 12일, 12월 14일
• 지역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방과후아카데미 소개와 친구들과
함께 체험활동으로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
발할 수 있었다.

2021년 양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강사간담회 실시

2021 진로캠프 ‘나 DO, 진로마스터’

• 2021년 11월 30일, 12월 15일, 12월 21일
• 장소 : 키자니아 등
• 키자니아 탐방, DNA추출 및 과학창의체험, 가죽아트 공예를 체험
해보며 청소년들이 평소에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직업군들을 탐방
해보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직업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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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3일
•양
 정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사업의 발전을 위해 2021년 업무
보고, 2021년 수업 진행 관련 보완점 및 개선사항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 본 간담회를 통해 사업을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
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눈 시간이었다.

회원단체NEWS

2021년 양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실시
• 2021년 12월 24일
• 양정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사업의 발전을 위해 2021년 운영
보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22년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활성
화 계획 등을 진행하였다. 본 협의회 진행을 통해 향후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시간이었다.

서구청소년문화의집

• 2021년 3월~12월
• 장소: 문화의집 및 지역사회
•문
 화의집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
의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학습동아리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소리 더(The) 이(音)’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내가 그리는 나만의 이야기’

• 2021년 7월 28일(수), 30일(금)
• 빛과 모래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보
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
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채움 금융교실’

• 2021년 7월 29일
• 연계기관 : NH농협은행
• 전문 금융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이야기와 나의 소비생활 점검
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제관념을 가지고 더 나은 소비생활의 위
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슬기로운 문화생활’

• 2021년 5월 ~ 8월
• 대상 : 청소년지도자 및 지역주민
• 문화의집의 청소년지도자들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엄지
파아노라고 불리는 칼림바를 배우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공연으로 재능나눔함으로써 함께 소통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석구석 단.디보자 주.변부터

• 2021년 9월 ~ 11월
• 장소 : 감천문화마을, 비석문화마을
•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특화 스포츠산
업인 ‘야구’와 ‘서구’를 대표하는 공간·콘텐츠 요소가 결합된
구.단주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차별화된 지역특화진로체험으로 자리매김하
였습니다.

부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교류활동
‘나를 찾아줘’
• 2021년 8월 14일(토)
• 대상 : 부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 부산지역 5개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함께하
는 비대면 교류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
류활동의 장을 열고 서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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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 YoLo와락(樂)
‘모.두모여 여.름을 즐겨락(樂)’ 컨소시엄 운영

• 2021년 8월 21일(토)
• 방법 : 유튜브 ‘부산청소년TV’를 통한 송출
•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청소년수련시설협
회에서주관하는 ‘부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 2회편을 문화의집
에서 컨소시엄으로 진행하였 습니다. 청소년동아리들의 문화
예술 공연과 바다·해양을 테마로 한 온라인체험부스 운영을 통
해 청소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명절특별프로그램 ‘한가위야, 놀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Hands ON(溫)’

• 2021년 10월 매주 토요일
• 장소 : 부산 지역 내 현충시설
•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 방법을 주제로 각종 문제점에 대해 함
께 고민해보고 ‘업사이클링 양말목 냄비받침’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시간 활용
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보.리』 하반기 기관장 간담회
• 2021년 10월 11일(월)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위원과 지도자, 운영대표자가 함께
2021년 활동을 돌아보고 문화의집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눔
으로써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수련시설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창의적체험활동

• 2021년 9월 16일
•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청소년
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다양한 명절음식을 만들고 맛 볼
수 있는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충시설활성화(체험·탐방) 공모사업
‘보.이니까 훈.훈한 선열의 길.’
• 2021년 9월 ~ 11월
• 장소 : 부산 지역 내 현충시설(유엔기념공원 외 5개소)
•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이야기’를 주제로 6.25전쟁 시기의 참
전영웅들을 기리고 우리고장 현충시설을 찾아 시민들이 친근하
게 찾는 역사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 3분 영상제작
을 통해 역사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1년 10월 14일
•코
 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한 청소년체험활동
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이기는 젤리곰비누’와 ‘생명을
지키는 파라코드팔찌’를 만들어봄으로써 안전의식 제고와 역
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 2021년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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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관내 청소년전문가 등
• 방과후아카데미의 중요 사안 심의 및 지역연계 지원방안에 대
한 심도깊은 의견제안과 수렴을 통해 지역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서구 청소년 유관기관 연합활동 수능연합 프로그램
‘함께해DREAM’

‘제13회 부산 청소년 인재상’ 수상

• 2021년 10월 31일(토)
• 대상 : 청소년운영위원 박소휘
•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13회부산
청소년인재상’에서 청소년운영위원 박소휘 청소년이 ‘부산광
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 2021년 11월 18일(목)
• 장소 : 중구 광복로 일대
• 연계기관 : 중·서구 청소년유관기관 5개소
• 2022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중.서구의 청소년 유
관기관이 함께 간식, 마스크 비타민제 등의 응원물픔을 전달
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너나들이 함께 떠나는 ‘별하의 가을여행’

나누고 더하는 두근두근 빼빼로 만들기
• 2021년 11월 8일 ~ 9일
•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맞춰 수제빼
빼로를 만들고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메세지와 함께 나눔으로
써 행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하반기 강사간담회
• 2021년 11월 10일 ~ 16일
• 방과후아카데미 강사간담회를 통해 사업 비전공유 및 발전방
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
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참여활동 나라사랑캠페인
‘보.답하는 훈.훈한 마음’

• 2021년 11월 20일(토)
• 장소 : 경주월드 테마파크
•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제
한된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이기구 체
험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협동심과 친밀함을 형성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한국음악이 좋~다!, 꿈꾸는씨어터-HAMMER’
• 2021년 11월~12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신나는 예술영행’ 공모사
업으로 찾아가는 국악과 뮤지컬 공연이 방과후아카데미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공연의 관객이
자 출연자로 참여하며 함께 공연을 만들어나가면서 예술과 문
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1년 11월 18일(목)
• 대상 :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지역주민
• 6·25전쟁 발발 71주년을 해를 맞이하여 보훈기념일과 참전유
공자들의 감사함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들이 시민들을 대상으
로 직접 보훈퀴즈, 태극기바람개비 등을 제공하며, 역사에 대
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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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 ‘청.보.리’ 역량강화 및
스포츠문화 볼링체험 ‘뭉치면 뜬다!’

• 2021년 12월 16일(목)
•방
 과후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들의 폭넓은 진로체험의 기회제
공을 위해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슈가크래프터 직업이해
및 진로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담은 케이
크 만들기 체험을 통해 꿈에 상상을 더하고 미래인재로서 가
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맞이 특별프로그램
‘요리보고조리보고-캐릭터도시락 만들기’

• 2021년 11월 27일(토)
• 장소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및 지역사회
•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추운 날씨로 움츠려들기 쉬운 겨울
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볼링체험을 실시하여 건강증진과
함께 운영위원 간 상호협동 및 단결력을 기르고 친밀감을 형
성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별하의 창의융합체험기’
• 2021년 12월 11일(토)
• 장소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양정청
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3D프린터, VR체험, 웹툰 그리기 등
다양한 창의융합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생각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1년 12월 17일(금)
•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루돌프 베이글 샌드위치, 산타 유부
초밥 등을 만들어보며 행복하고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보.리’ 시설 모니터링
• 2021년 12월 18일(토)
•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더 나은 수련시설이 될 수 잇도록 확인·점검하는 시설모니터
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해 모두가 마음껏
꿈꾸는 문화의집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해볼 수 있는 시
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김장체험

지역사회 나눔활동 ‘두루나눔’

• 2021년 12월 13일(월)
•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지역의 이웃을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레몬 수제청을 만들고 나눔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구
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1년 12월 18일(토)
•방
 과후아카데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입동문화인 김장의 유래와
김치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직접 김치를 담궈보며 훌륭한 우리
음식문화를 경험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동아리연합회 ‘Classy’ 문화체험활동
‘미리~메리! 크리스마스’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꿈띵(Dream-Think)’

• 2021년 12월 18일(토)
• 대상 : 청소년동아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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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각 동아리의 대표들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관계
망을 촉진시키고 건전한 청소년동아리문화를 형성하는데 기
여하였습니다.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등굣길 아웃리치를 실시하여 또래상담사업 및 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 전화 등을 홍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부산진구 꿈드림 수학여행(경주)

2021 수능일 연합 ‘거리어필’ 아웃리치

• 2021년 11월 18일
• 장소 : 서면 번화가 일대
•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지역유
관기관(청소년 쉼터, 경찰서 등)과 수능일 청소년들에게 문화체
험활동, 심리검사, 패트롤 아웃리치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전화 1388을 홍보하였다.

• 2021년 11월 25일
• 장소 : 경주 유적지 탐방 및 놀이공원 체험
•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청소년들과 경주지역
유적지 대릉원 탐방과 경주월드 체험을 통해 협동심 및 소속
감을 증진하였다.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의’

가족관계개선 ‘마주보기’

• 2021년 10월 30일(토)
• 가족구성원이 함께하는 푸드치료를 통하여 가족간의 친밀감
형성 및 신뢰감을 증진하여 가족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건강
한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였다.

• 2021년 11월 25일
•고
 위기 청소년 개입방안 모색을 통한 다각도 지원 개입 방안
논의 및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 기관과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을 촉진하였다.

진로개발 프로그램 (승마 체험)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사업 등굣길 아웃리치

• 2021년 10월 25일(월)
• 장소 : 광무여자중학교

• 2021년 11월 23일
• 장소 : 기장 승마장(체험처)
•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부산진구청 진로개발
프로그램 사업 중 승마체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 탐색,
말산업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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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소년참여위원 워크숍 실시

• 2021년 8월 7일(토)
• 장소 : 온라인 실시간 프로그램(ZOOM 활용)
• 부산진구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나만의 네온사인 만들기 프
로그램을 통해서 위원들 간의 친밀감 형성 및 교류의 장을 촉
진할 수 있었다.

연제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와·대”(청소년 정책에
Why(의문을)를 가지고 대안점을 생각하다.)

• 2021년 12월 11일
• 연제구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정기회의, 문화체험, 권리교육
활동 및 정책제안서 제출 활동을 진행함.

수능 응원 아웃리치

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제구평생학습특화거리 아웃리치

• 2021년 11월 18일
• 장소 : 연산동 일대
•청
 소년의 진로를 응원하고 수험생들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
도록 연제구 관내 기관과 협력하여 수능 아웃리치를 실시함
• 2021년 10월 16일
• 연제구청 평생학습과와 연계하여 연제구평생학습특화거리 아
웃리치 “내손으로 지키는 마음건강” 마스크 걸이 및 테라리움
체험 진행함.

코로나19 심리 방역 활동

부모상담교육프로그램“깨·소·금”
(깨닫고 소중한 금같은 시간)

• 2021년 9월 11일
• 장소 : 관내 초, 중학교 개별 실시
•관
 내 초, 중학교 코로나19 심리방역 프로그램 활동 키트 제공
하여 청소년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함.(8개교
500명 지원)
• 2021년 11월 27일
• 부모의 올바른 양육 방법과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방법 등을
탐색하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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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원단체 상반기 프로그램

2022 회원단체 상반기 프로그램
*일정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 www.dongryun.net / 051-864-4569
행사명

일시

장소

4~6월

전국

강원,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밀양, 부산, 경남 총 8개 지역에서
열리는 그리기, 글짓기 대회

제72차 전국지도자연수회

6월

경주

주제가 있는 제72차 전국지도자연수(상반기)

100명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기관 모집

상시

부산

청소년의 자기성장을 돕는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기관 모집

100명

제38회 전국연꽃문화제

내용

참여인원
2,000명

금곡청소년수련관 www.kum-gok.or.kr / 051-361-6685
행사명

일시

장소

내용

참여인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샛별”

연중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청소년의 시각과 요구를 수련관 운영에 반영하여 자율적인 청소년참여를
보장

미래청소년 상상T움

연중

• 청소년들의 놀터‧배움터‧쉼터를 위한 활동 공간 마련
• VR/AR/MR체험, SW코딩체험, 3D프린팅체험, 드론비행 체험, 창작
공예 등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1~2월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연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나무”

연중

주말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나래”

매주
토요일

금곡 통합방과후센터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꿈밭’

20명

1,000명

• 제1135B01F-9205호 청소년퍼스널트레이닝(PT)-초급/머신류
• 청소년들에게 활동기회 제공, 수련관 소속 동아리 활동 지원
• 지역동아리 연합회활동 참가
금곡
청소년
수련관

2명
1,000명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 학습,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에게 활동, 복지, 보호,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40명

• 주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에게 활동, 복지, 보호,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30명

연중

• 금곡, 화명지역 초등학교 9개교와 연계
• 배드민턴, 로봇과학, 난타교실, 3D펜 등 프로그램 제공

1,000명

연중

•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한 진로직업체험
• 학과멘토링, 진로콘서트 등 다양한 진로진학 특강 프로그램
• 미래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함양을 위한 직업인성과 심심풀이
• 진로 및 진학상담 운영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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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YWCA www.psywca.or.kr / 051-441-2225, 2251
행사명

일시

센터Y-틴 키다리학교 회원모집

3월~

대학·청년Y 본디플로깅크루
회원모집

3월~

부산광역시청소년유해환경감
시단 회원모집 및 발대식

2월 중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협의회 정기총회

1월 중

장소

내용

부산YWCA
및 부산일대

청소년리더십활동 ‘키다리학교’에 동참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있고,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5명

2월 중
신청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크루’를 모집합니다.
단체 플로깅, 개별플로깅, 환경독서모임 등을 진행합니다.

10명

2월 중
신청

청소년보호에 앞장서고자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모니터요원 및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요원을
모집합니다.

30명

1~2월
중 신청

협의회 회칙개정, 회장선출, 2022년 활동 계획 논의 등

14명

부산일대

부산YWCA

참여인원

비고

※ 회원모집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부산YWCA’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국청소년도량

www.ahnkookyouth.or.kr / 051-501-7555
양정청소년수련관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 www.power1318.org / 051-868-0750
행사명

일시

청소년운영위원회 양청위플러스(+)

연중

• 정기회의를 통한 청소년의견 수렴
• 수련관 프로그램 참여 및 평가

주말형양정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새봄’

연중

• 매 주 토요일, 월 1회 일요일 운영되는 돌봄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꼼지락 꿈지락 ToYoDay

장소

매주 토요일

내용

참여인원
500명
30명

• 매주(토) 진행되는 청소년문화체험프로그램
(열린노래방, 영화만화·애니메이션체험 등)

1,000명

청소년연계동아리 ‘별마루’

연중

• 동아리축제 기획 및 진행
• 동아리활동 지원 등

1,000명

창의적체험활동

연중

• 창의적 및 진로체험 활동
•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체험 등

2,000명

토요체험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자원봉사터전

연중

청소년 웹툰 공간 상상[T]움n

연중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
수련관

•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 핑퐁탁구교실

200명

• 프로그램운영보조
•·업무보조, 환경미화 등

1,000명

• 청소년 창의·융합 프로그램
• 웹툰 제작, 3D 모델링 및 출력, VR 등

1,000명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두리번 ~Dream On

3월~6월

• 다양한 직업세계 알기
• 애니메이션활동을 통해 미래의 직업표현

60명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오목조목 애니메이션愛빠지다

3월~6월

• 청소년들의 집단 활동을 통한 관계형성하기
• 애니메이션활동을 통해 단체활동하기

60명

양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료식 및 졸업식

2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졸업식 및 수료식
• 공연, 전시 발표 등

40명

양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입학식

3월

• 양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입학식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설명 등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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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소년문화의 집 ] http://seoguyouth.co.kr / 051-257-9162
행사명

일시

장소

내용

참여인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보.리’

연중

• 문화의집 시설 및 프로그램 자문·평가
• 지역사회 참여활동 및 정기·임시회의 등

청소년동아리연합회 ‘Classy’

연중

•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
활동 지원(밴드, 댄스, 봉사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별하’

연중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비고

20명

동아리당
5명 이상

• 중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지원
(교과학습, 전문체험, 급식, 생활지도 등)

40명

연중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이해 등 소양교육
• 공동체의식과 봉사정신 함양기회 제공

활동별
상이

문화체험프로그램
‘슬기로운 문화생활’

연중

• 청소년들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여가
권 신장 체험프로그램

활동별
상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연중

문화의집

•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국가인증 청소
년활동프로그램

활동별
상이

청소년지도자 학습동아리

연중

문화의집
지역사회

• 청소년지도자 간 학습동아리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힐링,
자기개발의 기회 제공

7명

청소년 창의적체험활동

연중

문화의집

•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청
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활동별
상이

대면
비대면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연중

문화의집
각급학교

• 자유학기(년)제와 연계하여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활

활동별
상이

대면
비대면

다함께 플러스(+)

연중

• 지역자원(인적·물적·콘텐츠)를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체험활동
및 참여활동 기반구축

활동별
상이

대면
비대면

전지적 안전시점

연중

•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 프
로젝트 활동

활동별
상이

대면
비대면

활동별
상이

문화의집
지역사회

문화의집
지역사회

구.단.주 프로젝트
구.석구석 단.디보자 주.변부터

연중

• 지역의 명소·역사와 관련

현충시설활성화
(체험·탐방)프로그램

연중

• 우리고장 현충시설 체험 및 참전유공자와의 만남 등을 통한
살아있는 역사체험활동

30명

창의융합증진 프로그램
저별은 나의 별

연중

• 별자리 이해, 천체망원경 조립 등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한 청
소년 천체관측활동

30명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연중

지역특화진로체험 서구를 낚魚라

10월~
12월

문화의집

문화의집
지역사회

• 꿈과 진로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
운영 및 문화의집 홍보활동
• 지역특화산업(부산공동어시장, 송도해수욕장)과 연계한 이색
경매사 현장진로체험활동

대면
비대면

1,000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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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ww.bsjin1388.or.kr / 051-868-0950
행사명

대상

내용

9~24세 청소년
• 비용: 무료

청소년 동반자

“유쾌통쾌상쾌” 집단 프로그램

부산진구지역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 등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집단상담

9~24세 청소년

“부모공감”
(부모-자녀이해 부모코칭)

9-24세 청소년자녀를 둔 부모
• 비용: 무료

9-24세 학업중단 청소년
• 비용: 무료

꿈드림(사회진입·학업복귀)

의뢰 청소년
※ 부산가정법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사업

• 찾아가는(가정, 학교 등) 1:1 상담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정서적 지지,
기관연계 정보 제공
• 솔리언 또래상담/품성계발(기본, 심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진로상담/학습클리닉/인성프로그램
•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 참다운여행 프로그램(개인상담, 사회봉사)
• 부모특강 및 집단상담
•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마주보기”
• MBTI, U&I학습유형, Holland 등
• 자신 및 친구 이해
• 흥미 및 적성, 직업, 학습행동 탐색
• 청소년기 심리 이해
• 자녀 양육의 고민 해소
• 자녀와의 의사소통 코칭
• 연 8회 및 개별상담 상시 접수
•검
 정고시 과목 수업 및 1:1 멘토링
•직
 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건
 강검진 서비스 제공
•동
 아리운영(사진, 영화, 음악 등)
•학
 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위기 청소년)
• 특별교육(학교폭력 청소년·보호자)
• 소년보호사건 수강명령 및 보호자 특별교육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사업

[ 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ww.yeonje1388.or.kr / 051-506-1388
행사명

일시

장소

Youth온&톡 집단상담 프로그램

상시

협의

부모상담프로그램 “깨·소·금”

상시

찾아가는 상담

Youth 온&톡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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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여인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연제구 관내 학교 및 청소년 유관기관에
찾아가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

10명내외

교육실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들의 깨닫고 소중한 금같
은 시간 부모교육 프로그램

10명내외

상시

협의

청소년이 편안한 공간(학교, 가정 등)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상담 진행,
상담 신청 시개별상담 진행

개별상담

상시

-

청소년의 유동이 많은 장소로 찾아가서 진행되는 거리 상담 및 체험활동

-

2020 회원단체 상반기 프로그램

회|원|단|체|현|황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051) 862-3725

세계도덕재무장(MRA/IC)부산본부

051) 464-9929

국제청소년연합(IYF)부산지부

051) 627-0852

십대의벗 청소년교육센터

051) 462-7179

내원청소년단(함지골청소년수련관)

051) 241-0696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시지회

051) 638-6942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051) 809-1996

청소년교육문화재단

051) 465-8110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부산지부

051) 868-0138

청소년폭력예방재단부산지부

051) 583-8295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RCY본부

051) 801-4032

한국BBS부산광역시연맹

051) 861-0067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 부산지부

051) 205-1505

한국걸스카우트부산연맹

051) 468-9993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

051) 864-4569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부산광역시지부

051) 816-3340

디아코니아부산

051) 898-3793

한국숲사랑소년단 부산지역회

051) 994-5125

범어청소년동네(금정청소년수련관)

051) 508-0243

한국스카우트부산연맹

051) 467-3661

보물상자

051) 923-1001

한국청소년마을부산협회

051) 464-9929

부산가톨릭청소년회

051) 629-8784

한국청소년문화보호협회

051) 327-6262

부산기독교청년회
(부산YMCA 해운대청소년수련관)

051) 440-3346

한국청소년부산광역시연맹

051) 804-3001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부산YWCA)

051) 441-2225

한국청소년스포츠문화원

051) 200-7812

부산청소년문화센터(YAM)가나안수련관

051) 517-5110

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070) 7335-7853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051) 513-4306

한국항공소년단부산,경남연맹

051) 364-5988

부산흥사단

051) 469-1129

한국해양소년단부산연맹

051) 743-5589

불국토

051) 753-9907

21세기공동체개발원

051) 701-2113

안국청소년도량(양정청소년수련관)

051) 868-0750

틴스토리(전)SFC청소년교육센터)

051) 804-5391

삼동청소년회(금곡청소년수련관)

051) 361-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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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행복! 나누는 즐거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힘쓰는 청소년지도자를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부산은행 021-01-054791-0

예 금 주 (사)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