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존중하는 전남,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
청소년미래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재 )전 라 남 도 청 소 년 미 래 재 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추가 모집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유관기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에게 시설 점검법 및 유지·관리 교육
을 통한 시설 자체 안전점검 능력 강화를 위해「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안전점검 교
육」추가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9. 9.(월)~9. 17.(화) 14:00까지 ※선착순마감
나. 일

시: 9. 20(금) 14:00~17:30

다. 장

소: 전남여성가족재단 207호

라. 대

상: 도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청소년지도자 14명 내외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사회복지시설 내 청소년지도업무 실무자)
마. 신청방법:
· 전라남도청소년활동정보사이트(http://act.jnyouth.or.kr) →

교육신청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교육 신청
바. 문
붙임

의: 활동협력팀 061)280-9065 (담당: 최재석)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추가모집 계획서. 끝.

재단
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장,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장, 목포시청소년수련원장,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장,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관장,

여수시여문청소년문화의집관장, 순천

시청소년수련원장, 순천시청소년수련원야영장대표, 순천유스호스텔관장 , 순천시청소년
수련관장,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관장, 나주시청소년수련
관장,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장,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관장,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담양군청소년수련원장, 성암국제청소년수련원장, 곡성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옥과청소년
문화의집관장, 기차마을로즈유스호스텔관장, 구례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구례군청소년
수련원장,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장, 나로우주청소년수련원장,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보성군청소년수련원장, 보성유스호스텔관장, 화순군청소년
문화의집관장, 하심청문화의집관장, 장흥군청소년수련관장, 장흥군관산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장흥군회진청소년문화의집관장, 장흥군대덕청소년문화의집관장, 장흥군청소년수
련원장, 강진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황산청소년문화의집관장, 해남우수영유스호스텔관
장, 해남군유스호스텔관장, 영암군청소년수련관장, 삼호읍청소년문화의집관장,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장,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장, 영광청소년수련
원장, 장성군청소년수련관장, 장성군청소년야영장대표, 완도군청소년문화의집, 전라남
도청소년수련원장, 완도청소년수련원장, 노화청소년문화의집관장, 진도군청소년수련관
장, 진도군유스호스텔관장, 신안군청소년수련원장,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장, 목포
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목포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소장, 목포시청소년중장기남자쉼터소장, 목포시단기여자청소년쉼터
소장, 여수시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여수일시청소년쉼터소장,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
터장,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나주시청소년상담복
지센터장,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곡성군청소년상
담복지센터장,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보성군청소
년상담복지센터장, 화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강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무
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목포시학교밖청소
년지원센터장, 여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순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나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광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담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보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강진군학교밖청소
년지원센터장, 해남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무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함평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영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장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 신안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
터장,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구례군겅강가정지원센터
장, 장흥군겅강가정지원센터장, 해남군겅강가정지원센터장, 완두군건강가정지원센터장,
목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수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양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곡성군다
문화가족지원센터,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성군다문
화가족지원센터, 강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도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진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수다문화복지원장, 전남화순군드림스타트
센터장, 전남해남군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함평군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진도군드림스
타트센터장, 전남장흥군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장성군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완도군드
림스타트센터장, 전남영암군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영광군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여수
시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신안군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순천시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
보성군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무안군드림스사트센터장,

전남목포시드림스사트센터장,

전남담양군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나주시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구례군드림스타트센터
장, 전남광양시드림스사트센터장, 전남곡성군드림스타트센터장, 전남고흥군드림스타트
센터장, 전남강진군드림스타트센터장, 경애원장, 목포공생원장, 성덕원장, 목포아동원
장, 삼혜원장, 여수보육원장, 순천성신원장, 나주백민원장, 강진자비원장, 소전원장, 신
안보육원장, 영암영애원장, 상록원장, 함평삼애원장, 함평시온원장, 화순자애원장, 너랑
나랑지역아동센터장, 새움땅지역아동센터장, 옥암지역아동센터장, YES지역아동센터장,
경애지역아동센터장, 늘푸른지역아동센터장,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장, 시온지역아동센
터장, 은혜지역아동센터장, 주안지역아동센터장, 한빛지역아동센터장, 상동지역아동센
터장, 성루지역아동센터장, 평화복지지역아동센터장, 한우리지역아동센터장, 함사랑지
역아동센터장, 유달지역아동센터장, 푸른꿈지역아동센터장, 성산꿈자리기지역센터장,
신광지역아동센터장, 새가정지역아동센터장,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장, 사랑과나눔지역
아동센터장, 사랑과평화지역아동센터장, 투게더지역아동센터장, 호남지역아동센터장,
큰나무지역아동센터장,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장, 사랑해지역아동센터장, 산돌지역아동
센터장, 아동지역아동센터장, 예능지역아동센터장, 예향지역아동센터장, 옴니버스지역
아동센터장, 희망누리지역아동센터장, 공생지역아동센터장, 솔로몬지역아동센터장, 대
중지역아동센터장, 꿈나무지역아동센터장, 망운지역아동센터장, 꿈여울지역아동센터장,
몽탄지역아동센터장, 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장, 무지개지역아동센터장, 살구나무지역아
동센터장, 주은혜지역아동센터장, 구세군지산지역아동센터장, 안동지역아동센터장, 하
늘꿈지역아동센터장, 무안지역아동센터장, 에덴지역아동센터장, 행복마을지역아동센터
장, 세계로지역아동센터장, 일로지역아동센터장, 사랑과마을지역아동센터장, 중앙양파
지역아동센터장, 현경지역아동센터장, 푸른꿈지역아동센터장, 금정지역아동센터장, 덕
진지역아동센터장, 스카이지역아동센터장, 미암지역아동센터장, 다사랑지역아동센터장,
명성지역아동센터장, 무지개지역아동센터장, 삼호지역아동센터장, 용당지역아동센터장,
우리지역아동센터장, 성산지역아동센터장, 생명나무지역아동센터장, 꿈이야기지역아동
센터장, 영암지역아동센터장, 한마음지역아동센터장, 한샘지역아동센터장, 동아지역아
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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