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번

단체명 지역 사업명

1 1318HappyZone행복
스케치 전북 "길거리 버스킹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깨워라!"

2 겨자씨지역아동센터 광주·
전남

"청소년·아동함께떠나는행복하고
즐겁고문화역사탐방가즈아!"

3 경북기독보육원 대구·
경북 와우! 키즈 스윔 스포츠교실

4 광정동청소년문화의
집

인천·
경기 벽화로 만나는 민화 이야기

5 괴산지역아동센터 충북 나도 예술가, 빛그림자 공작소'  빛그림자극 프로그램

6 구세군 군산후생원 전북 초등생학대피해아동의인지〮사회성발달지연회복을위한
오감자극프로그램"반,창,고성장프로젝트"

7 늘푸른아동원 충북 알쓸신문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로운  문화유산)

8 능소화꿈나무지역아
동센터

인천·
경기 나무랑 숲이랑 오감만족 생태체험

9 다산지역아동센터 대구·
경북 더위를 이기자! 남해 보물섬에서

10 대안학교 한들 서울 어서와 요트는 처음이지?

11 동성원 부산·
경남

정서안정 및 창의적 두뇌활동을 위한  꼼지락 퀼트공예 
체험

12 마들사회복지관 서울 저소득아동과일반아동의건강증진및사회통합을위한
신체활동지원사업'놀자!우리같이놀며단지를깨자'

13 무실지역아동센터 강원 "우리나라 구석구석 한  바퀴" 2탄 - 충청도편

14 봉산지역아동센터 광주·
전남

출발~~~~~~~담양의 전통문화와  생태의 현장을 
찾아서!!!!

15 삼성농아원 서울 청각장애청소년들의역사유적지탐방을통한수어영상제작
프로그램"나도UCC(UserCreatedContents)영상제작자다!"

16 삼혜원 광주·
전남

아동들이내고장전통문화를찾아경험하고전파하는
전통문화유적탐방프로그램(나는야내고장문화알리미)

2018� 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지원사업 최종선정단체

○�최종 선정단체 :� 총 40단체



                               

17 상주아동복지센터 대구·
경북 내 마음의 '시작'

18 솔바람지역아동센터 서울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_우리 옛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9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맛'과'책'을주제로하는학습과탐구,창작활동을통한
저소득가정아동의자주성향상도모

20 여수보육원 광주·
전남 우리동네 보물섬

21 연우지역아동센터 대구·
경북 농촌생활 적응 프로젝트  "논두렁 밭두렁"

22 연천지역아동센터 인천·
경기 우리고장  연천의 역사와 역사유적지 알기

23 영락모자원 서울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역사문화 탐방기

24 영천희망원 대구·
경북 테마가  함께하는 문화유적지 탐방

25
음성꽃동네아동복지

시설 충북 "세상을 향한 발걸음,  탭탭탭!"

26 이리보육원 전북 시설거주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다이나믹 
역사문화탐방

27 임마누엘지역아동센
터 전북 역사문화탐방

28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전북 저소득취약계층아동의건강한신체성장도모를위한
스포츠문화체험활동프로그램무빙Up!점핑Up!성장Up!

29
제주가정위탁지원센

터 제주 내몸에생기를불어넣다!
(생존수영,기초수영,다이빙배우기)

30 천안청소년단기여자
쉼터

대전·
충남 행복센치(sentimental)  자라나는 나의 감성

31 천안청소년중장기남
자쉼터

대전·
충남

가정밖청소년건강한생활지원을위한스포츠활동프로그램
"생수드림-생존을위한수영,꿈(Dream)을향한헤엄!"

32 청북지역아동센터 충북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및  기초체력증진을 위한 
체험활동

33
포천시청소년교육문

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인천·
경기 궁궐에서 조선의 역사를 훔치다

34 푸른나무지역아동센
터 강원 전통공예 - 칠보

35 프란치스꼬 청소년의 
집

대구·
경북 3-day(본day, 배운day,  나눈day)



                               

36
한림해피존지역아동

센터 강원 지역아동센터1318청소년자기주도적역사캠프
<서울속역사를찾아서!>

37 한마음지역아동센터 전북 아이들과웃음과소통으로함께하는문화
SOC"SmileOfCulture&Child"

38 해남등대원 광주·
전남 자립생태체험 - 지리산 종주

39 해피업지역아동센터 대구·
경북

해피업온새미로나르샤!!!
(해피업,언제나변함없이날아오르자!!!)

40
희망둥지지역아동센

터 강원 지역 문화유산 탐방 및 친구와 떠나는  역사 문화 기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