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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표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주체로써 성장할 수 있는 자질배양
청소년 스스로 자치활동 형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
진취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활동을 통한 집단 활동의 이해 및 기회 제공

운영방침

자율적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ㆍ육성 청소년관련기관 소속동아리 육성지원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며,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분야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동아리, 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가 멘토형 동아리’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진로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동아리 신청

모집부문

댄스, 밴드, 보컬, 진로·직업, 자원봉사, 동아리, 요리, 체육활동, 스터디 등

참가자격

동아리 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 청소년(9 ~ 24세) 3명이상 구성
연중 10회 이상(월 1회 이상 수련관 방문)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다양한 동아리 지원을 위해 4개 분야 이상의 동아리 지원 반영

신청기간

매년 홈페이지에 별도공지

참가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수련관 동아리담당자와 면담 ⇒ 가입신청서 작성
선정기준 취지 및 진행과정(방문면담, 동아리 준비모임, 동아리 대표자 모임, 정기총회 등)에 동의하며 꼭 참여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열의와 의욕 정도

중점육성 동아리 발굴 권장 청소년 중점역량 역량강화를 위한 민주시민, 사회정서, 창의융합, 진로⋅직업 역량개발 관련 동아리지원
4차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역량제고를 위해 4차산업혁명 관련 동아리지원 - 2AI(인공지능), 3D팬, 드론,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동아리

유의사항

1개 동아리 2개 분야 동시지원 금지
타동아리 지원사업과 중복시 지원대상 제외 될 수 있음

영양군청소년수련관 > 청소년활동 >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동아리란?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자주적 활동으로서 취미나 소질, 가치관이나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생된 자치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청소년 활동을 의미한다.

영양군청소년수련관 동아리 단체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청소년동아리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youth/center
https://www.yyg.go.kr/youth/center/activity
https://www.yyg.go.kr/youth/center/activity/club
https://www.yyg.go.kr/contents/17227/club_application_2023_2.hwp


동아리 활동시 혜택

수련관 시설 이용시 우선권 부여
수련관 행사 참가시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동아리 활동 확인서 발급
지역사회 문화행사 참여시 지원
각종 대회 참여 우선권 부여

동아리 준수사항

본 수련관의 동아리 명칭을 사용한다.
수련관의 각종행사 및 축제에 적극 참여한다.
시설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한다.
정기적인 모임 시, 동아리 대표 또는 회원은 참석하여야 한다.
수련관 내 흡연, 음주, 폭력 등 금지(강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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