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지역 단체명 사업명

1 대구ㆍ경북 가은지역아동센터 "옛길사랑, 나라사랑, 환경사랑"

2 부산ㆍ경남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꿈 나와라 뚝딱! 예술 도. 깨. 비.

(도전 깨움 비상)"

3 인천ㆍ경기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발달장애 및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자발적 지역사회탐방 지역 프로그램

4 부산ㆍ경남 글뿌리지역아동센터 탐방으로 알아가는 우리역사이야기

5 전북 기쁜우리지역아동센터 신비한 우주의 세계를 찾아 우리의
미래를 개척 하여 떠나는 과학탐험대

6 전북 꿈사랑지역아동센터 우리지역문화탐방

7 제주 꿈지킴이지역아동센터 나는야! 리틀 제주인~ 제주를 만나자!

8 전북 나눔지역아동센터 전통민속놀이 교실

9 전북 나운지역아동센터 오감만족 책놀이 『나운 아이들!!
상상의 놀이터, 책속에 빠지다』

10 부산ㆍ경남 내외지역아동센터 우리 곁의 자연을 찾아III

11 대구ㆍ경북 늘사랑지역아동센터
농촌아이들의 남해 탐방

("보물섬"을 찾아 떠나자~~)

12 대구ㆍ경북 마을애아동가족센터
발달장애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직업문화체험활동

13 대구ㆍ경북 마중물지역아동센터 소외계층 아동 문화체험 활동지원

14 인천ㆍ경기
문산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와 명소 탐방

15 충북 민들레그룹홈 '구슬꿰어 보배 만들기'

16 대전ㆍ충남 방축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만드는 프레임 속 세상 "드림셔터"

17 서울 살레시오방화동나눔의집 2017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2017� 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지원사업 최종선정단체

1. 최종 선정단체 : 총 50단체



                               

지원사업 (주말농장체험)

18 전북 상관지역아동센터
전국에서 유명한 전북의자랑 한옥마을

- 우리들만의 흥겨운 전통체험
'한옥마을에 가다'

19 인천ㆍ경기 새빛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환경보호프로그램
'아낌없이 주는 자연아, 고마워!'

20 전북 서신지역아동센터 한국 속의 세계 여러 나라 요리 탐방

21 대구ㆍ경북 성모지역아동센터 긍정의 도시 YES 구미 문화탐방

22 광주ㆍ전남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아시안, 코리안 컬쳐 속
보물 찾기 탐험대

23 전북 세움지역아동센터
글로벌 아이들의 좌충우돌

유네스코 문화체험
"백제의 후예여 와서 보라."

24 광주ㆍ전남 세풍지역아동센터
2017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25 강원 신나는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알아야 할
"우리나라 문화유산 찾아가기" 프로그램

26 인천ㆍ경기 신현신나는지역아동센터 신나는 생태체험

27 전북 아이들천국지역아동센터 신나는 전통놀이문화체험활동

28 서울 열린방과후교실 공주, 부여, 강화도 문화유적지 체험

29 부산ㆍ경남 예그린공동생활가정 스마트폰 잘가 ~ 한땀 한땀 직접
만든 한복입고 역사속으로 슝슝 ~ !

30 대구ㆍ경북 위즈지역아동센터
저소득 가정아동의 친목 도모와

학습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체험

31 인천ㆍ경기 은빛마을그룹홈 마음 밖으로의 외출

32 대구ㆍ경북 점프지역아동센터 화려한 외출

33 제주 제주몽생이그룹홈 제주의 숨골 "곶자왈을 찾아서"

34 광주ㆍ전남 주사랑지역아동센터 내 고장 문화 바로 알기

35 서울 중랑청소년수련관 "구석구석 서울 파헤치기"

36 강원 참사랑지역아동센터 역사속으로 힐링여행



                               

37 강원 춘천효자지역아동센터
다양한 문화를 다함께 즐기고 배우는

다(多)문화 체험 "다! 다! 다!"

38 서울 캔틴스쿨
백혈병소아암 등 건강취약 청소년들의
문화역사 속의 의료 활동 탐방을 통한

건강의 권리알기

39 광주ㆍ전남 큰사랑그룹홈 큰사랑 마음약방 (남도의 기억을 걷다)

40 인천ㆍ경기 평택나눔지역아동센터
함께 가는 역사두려움 극복 프로젝트

- Living here and there

41 인천ㆍ경기 평택시단기청소년쉼터 바인더 속 愛

42 대전ㆍ충남 푸른하늘지역아동센터 우리의 문화 유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 고장 천안에는?

43 부산ㆍ경남
하늘나는물고기
지역아동센터 얘들아! 숲에서 놀자!

44 부산ㆍ경남
한마음다문화
지역아동센터 「올바른역사관, 꿈꾸는 미래」

45 강원 해나비지역아동센터 마카모예, 자연과 친구 맺어 보자~~

46 전북 해바라기그룹홈 희망의 날개를 펴자

47 대구ㆍ경북 해평지역아동센터 우리고장 역사문화재 탐방

48 인천ㆍ경기 햇살고운집
아동청소년그룹홈

요리, 어디까지 해봤니?
나는 궁중요리사!! 

49 대구ㆍ경북 황금지역아동센터
도심속 농촌체험

(도시 아이들의 농작물 수확체험)

50 서울 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 그림책으로 떠나는 어린이 자연예술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