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구분 기관명 사업명

1 기존 기쁨의지역아동센터 발달장애청소년드르이 프레임을 통한 이웃사랑실천 
미션 2!

2 기존 늘기쁜지역아동센터 늘기쁜동아리와함께행복만들기 

3 기존 늘푸른아동원 행복이 피어나는 에버그린 공방

4 기존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
지관

청각·언어장애아동및코다청소년의자아정체성형성을
위한꿈나눔프로젝트‘꿈,드림’   

5 기존 소망지역아동센터 텃밭정원 지킴이

6 기존 에벤에셀지역아동센터 뒤뚜르 아이들의 축제이야기

7 기존 우등생지역아동센터 아동과지역이하나되는배움·나눔·소통프로그램“jump,
jumpMarvelousKids”   

8 기존 하래장애인주간보호센
터

이용자가 직접 계획한 방학프로그램 ‘흔들 흔들, 
뛰어! 뛰어!’

9 기존 향상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의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 “우리함께 
친해지구(Earth)~나눠주자~”

10 신규 강원도아동복지센터 5G, 크리에이터와 만나다!

11 신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마을놀이활동을통한동네아동문화를만들어가는방과
후아동참여형프로그램‘도시활동!’   

12 신규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
집 커피부산물, 더 이상 찌꺼기가 아니에요.

13 신규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출동!금곡성장마인드특공대>

14 신규 나운지역아동센터 조손가정아동·청소년이키우고지역내독거어르신에게
나누는희망프로젝트 -‘반려식물과친구해요’   

15 신규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순간포착!남산에이런일이?」

16 신규 노픈누리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돕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사업 "문막이야기 사냥꾼"

17 신규 높은뜻마중학교 우리 동네를 살맛나게 바꾸는 아이들 “행복 담아”

18 신규 다평지역아동센터 마을공동체 미디어 만들기(마을과 아이들)

19 신규 로뎀나무지역아동센터 자연체험 프로그램 ‘자연으로 피어나다’

20 신규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문화와 룰루라라” - ‘이어드림(ear-dream)합창단’

21 신규 시립문래청소년센터 그려 DREAM(내꿈을그린다,   
내가그린것들을친구들에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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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규 신명나는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직접만드는 2 세대관통인생책이야기’ 
-2 세대관통우리들이야기&할머니들의인생이야기책-

23 신규 아트기버사회적협동조
합

발달장애인 주체성 향상 프로젝트: 함께 두드리고 
함께 그리다.

24 신규 안양시만안종합사회복
지관

저소득아동들의 불균형한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의 좌충우돌 식(食)토리』

25 신규 안양시민대학부설해오
름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아동의소통능력을향상시키고자존감을
기르는저글링프로그램 - 저글링으로   놀자

26 신규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온누리친구들이길위에서배우는역사흔적여행 
(부제“온누리트레블러들의역사고고씽!!!~”)

27 신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책 쓰는 아이들> - 어린이 
독립작가되기 과정

28 신규 원북지역아동센터 우리 동네 예술 보따리

29 신규 정읍애육원

시설아동들의자립·성장을위한일상이예술이되는“정
읍애육원동아리육클라쓰” “ 피 ∙ 어 ∙ 나 ∙ 다 ” 
(피어나는 꽃 처럼) ∙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 
(나의 도전 인생기!) ∙ (다시 시작이다!)

30 신규 창신모자원 <야!너두힐링할수있어!>

31 신규 천안사랑지역아동센터 지역민과 함께 웰빙을 즐겨라

32 신규 충청지역아동센터 ‘다행’ (다듬이 소리에 행복한 사람들)

33 신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
지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사진 촬영과 사진첩 제작을 
통한 자기표현능력 및 공동체의식 향상 프로그램 
“내   마음이 보이니”

34 신규 평강의나라지역아동센
터 “따로 또 같이 쓰는 야영(성장)일기”

35 신규 해남등대원
- 마음을 밝히는 등대원   친구들의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알록달록 오색벽화 
우리마을”

36 신규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B 함께배우고,채우고,누리는마을스쿨(마을‘scool 쿨) 

37 신규 호성보육원
생활아동의 자발적 문화동아리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즐겨바락(樂)'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38 신규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
사회복지관

장애청소년들의 찾아가는 파티플랜 봉사단 
「OOPS!」 (Only One PartyS)

39 신규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지역내저소득청소년의커피문화경험및 
나눔문화확산 PG"카하"

40 신규 흰돌행복한홈스쿨지역
아동센터 리들의놀이문화프로젝트 『놀이 1 코스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