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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위치 : 현경면 공항로 347-83(양학리 13-8)

규모 : 건축연면적 2,663.04㎡(지상2층, 지하1층)

주요시설

층별 면적 주요시설

저소득층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현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분야별 정보 > 생활복지 > 아동/청소년 복지 > 청소년수련관 > 수련관소개

안녕하세요,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능동적인 사고능력 배양과 창의적인 발상을 증진시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

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 친구! 희망 친구! 함께하는 배움터”라는 슬로건으로 무안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다양

한 끼를 발산하고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설립된 생활권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형성하는 놀이 문화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육체와 정신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능동적인

사고 능력 배양과 창의적인 발상을 증진시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련관 전경 밴드실 북카페 식당

온돌실 정보화실 체육활동장 프로그램실

청소년수련관

수련관소개

청소년수련관

(http://www.muan.go.kr)

/www/information
/www/information/welfare
/www/information/welfare/child
/www/information/welfare/child/training_center
/www/information/welfare/child/training_center/introduce
/www/information/welfare/child/small_income
/www/information/welfare/child/child_consultation_center
/www/information/welfare/child/child_welfare
/www/information/welfare/child/nursery
/www/information/welfare/child/training_center
/www/information/welfare/child/academy
/www/information/welfare/child/youth_counsel
/www/information/welfare/child/dreamstart
/www/information/welfare/child/kdream
/www/information/welfare/child/training_center/introduce
/www/information/welfare/child/training_center/program


층별 면적 주요시설

지하1층 829.73㎡ 식당, 노래방, 기계실, 전기실, 창고, 중앙감시실, 가스저장고

지상1층 951.21㎡ 강의실 1·2, 공연활동장, 북카페, 정보화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

지상2층 882.10㎡ 강의실3, 밴드실, 체육활동장, 세미나실

층별 면적 주요시설

프로그램소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참여·자치기구 연합활동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참여 권리 증진

청소년권리보장 및 정책 수립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기관 운영과 반영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청소년정책 개발 및 실행

정책사업 실행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자치기구 구성 및 실행

동아리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

교육부 정책연계

창의적 체험활동(고등학교 연계) 및 자유학기제(중학교 연계)

조직도 및 직원 현황

(http://www.muan.go.kr)



직책 전화 담당업무

선임 청소년지도사 061)450-5533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총괄 및 업무 지원

청소년수련관 대외업무

청소년수련관 안전교육, 관리에 관한사항

무안군청소년어울마당 기획·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정책토론회 기획·운영

가족단위주말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기획·운영

청소년지도사 061)450-5533, 5544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총괄 및 업무 지원

청소년수련관 대외업무

청소년수련관 안전교육, 관리에 관한사항

무안군청소년어울마당 기획·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정책토론회 기획·운영

가족단위주말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기획·운영

청소년수련관 상설·분기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비대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교류활동(참여기구 교류활동)

청소년활동 홍보

청소년교류활동(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기획·운영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지원

창의적체험활동 기획·운영

자유학기제 기획·운영

진로직업체험 기획·운영

청소년방학캠프 기획·운영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활동 운영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획·운영

찾아오시는길

(http://www.muan.go.kr)



주소 :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7-83 (양학리 13-8)

TEL : 061)450-5533~5

FAX : 061)450-5122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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