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안내

    1. 학교단체 수련활동 안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의거 국가가 설립한 중추 청소년 종합수련시설로서 900

여명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숙식시설과 도예실, 챌린지장, 천문대, 야외공연장 등 다

양한 활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리더십 역량, 성취동기 역량 등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 담당자 류연서(☎ 041-620-7787)

    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안내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3. 수련활동 안전사고 대응

본원은 간호사가 직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전직원 대상 응급처치

안전교육 물론, 수련생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정기적으로 시설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 대비 의료기관 간 긴급 후송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0분 이내 거리에 의료기관 위치, 24시간 응급진료 가능)

수련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해서「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의거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 처리됩니다.

    4. 수련활동 수의계약 가능

본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거 국가가 설립한 국립 청소년 종합수련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25조」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5. 국가 인증프로그램 안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 제공을 위하여 교급별로 국가가 인증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정보시스템: www.yap.youth.go.kr)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증제07574호

“NYC 인성체험터”

인증제07344호

“NYC 진로나침반”

인증제07887호

“NYC체험활동캠퍼스”

고객만족 ․ 고객감동을 위해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시설, 최적의 비용으로

유익하고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직원 일동

http://www.yap.youth.go.kr


     고등학교 기본형(인증번호 : 7887호 NYC체험활동캠퍼스)

◉ 대 상 : 고등학생 1, 2, 3학년 대상(400명 이하) 
구분 시간 소요시간 개별단위프로그램명

1일차

14:00 ~ 15:00 60분 입소 및 숙소배정
15:00 ~ 15:30 30분 여는마당
15:30 ~ 16:00 30분 인증안내 및 사전역량검사
16:00 ~ 17:30 90분 만남의 시간
17:00 ~ 19:00 120분 저녁식사
19:00 ~ 19:30 30분 선택 프로그램 정리
19:30 ~ 20:30 60분 수련활동 전야제
20:30 ~ 23:00 150분 취침준비 및 생활점검

23:00 ~ 취침 취침

2일차

07:00 ~ 07:30 30분 기상
07:30 ~ 09:00 90분 아침식사 및 세면
09:00 ~ 09:30 30분 인원파악 및 선택활동 확인

09:30 ~ 12:00 150분 선택
활동

나눔캠페이너
국궁

오리엔티어링 

숲체험 

협력적 미션 
12:00 ~ 14:30 150분 점심식사 및 사진촬영

14:30 ~ 17:00 150분 선택
활동 

엄빠프로젝트

도예

하이챌린지

연극놀이

노르딕워킹

17:00 ~ 19:00 120분 저녁식사
19:00 ~ 20:30 90분 휴식
20:30 ~ 23:00 150분 취침준비 및 생활점검

23:00 ~ 취침 취침

3일차

07:00 ~ 07:30 30분 기상
07:30 ~ 09:30 120분 아침식사 및 세면

09:30 ~ 10:30 60분 선택
활동

공감마당 
열린참여재판

10:30 ~ 11:00 30분 사후역량검사 및 만족도설문

11:00 ~ 11:30 30분 맺는마당
11:30 ~ 13:00 90분 점심식사 후 퇴소

※본 일정표는 기상조건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기본형(인증번호 : 7344호 NYC 진로나침반)

  ◉ 대 상 : 중학교 1, 2, 3학년 대상(400명 이하) 
구분 시간 소요시간 개별단위프로그램명

1일차

14:00 ~ 14:50 50분 입소 및 숙소배정
14:50 ~ 15:20 30분 여는마당
15:20 ~ 16:00 40분 인증안내 및 사전역량검사
16:00 ~ 16:40 40분 위기탈출 NYC (안전교육 프로그램)
16:40 ~ 17:30 50분 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17:30 ~ 19:00 90분 저녁식사
19:00 ~ 20:30 90분 인문학 콘서트
20:30 ~ 23:00 150분 취침준비 및 생활점검

23:00 ~ 취침 취침

2일차

~ 07:00 기상 기상
07:30 ~ 09:00 120분 아침식사 및 세면
09:00 ~ 09:30 30분 인원파악 및 선택활동 확인

09:30 ~ 12:00 150분 선택활동
(택 1)

챌린지타워
스네이크보드

이미지햄투어링
역사 인물경매
성감통(성인권)

자연산책
12:00 ~ 14:00 120분 점심식사
14:00 ~ 14:30 30분 인원파악 및 선택활동 확인

14:30 ~ 17:00 150분 선택활동
(택 1)

챌린지타워
스네이크보드

이미지햄투어링
역사 인물경매
성감통(성인권)

자연산책
17:00 ~ 17:30 30분 휴식
17:30 ~ 19:00 90분 저녁식사
19:00 ~ 20:30 90분 자아찾기! 꿈끼 문화발표
20:30 ~ 23:00 150분 취침준비 및 생활점검

23:00 ~ 취침 취침

3일차

~ 07:00 기상 기상
07:30 ~ 09:30 120분 아침식사 및 세면
09:30 ~ 10:30 60분 소셜메이킹
10:30 ~ 11:00 30분 사후역량검사 및 만족도설문
11:00 ~ 11:30 30분 맺는마당
11:30 ~ 13:00 90분 점심식사 후 퇴소

※본 일정표는 기상조건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기본형(인증번호 : 7574호 NYC 인성체험터)

  ◉ 대 상 :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300명 이하)
구분 시간 소요시간 개별단위프로그램명

1일차

14:00 ~ 14:50 50분 입소 및 숙소배정
14:50 ~ 15:20 30분 여는마당
15:20 ~ 16:00 40분 인증안내 및 사전역량검사
16:00 ~ 17:30 90분 위기탈출 NYC
17:30 ~ 19:00 90분 저녁식사
19:00 ~ 20:30 90분 언어 체인지
20:30 ~ 22:30 120분 취침준비 및 생활점검

22:30 ~ 취침 취침

2일차

~ 07:30 기상 기상
07:30 ~ 09:30 120분 아침식사 및 세면

09:30 ~ 11:30 120분 선택활동
협동) 협동! 챌린지
생명존중) 숲체험
심성) 마음화분

11:30 ~ 13:30 120분 점심식사

13:30 ~ 15:30 120분 선택활동
협동) 협동! 챌린지
생명존중) 숲체험
심성) 마음화분

15:30 ~ 17:30 120분 선택활동
협동) 협동! 챌린지
생명존중) 숲체험
심성) 마음화분

17:30 ~ 19:00 90분 저녁식사
19:00 ~ 21:00 120분 휴식
21:00 ~ 22:30 120분 취침준비 및 생활점검

22:30 ~ 취침 취침

3일차

~ 07:30 기상 기상
07:30 ~ 09:30 120분 아침식사 및 세면
09:30 ~ 10:30 60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 (소양교육)

10:30 ~ 11:00 30분 사후역량검사 및 만족도설문

11:00 ~ 11:30 30분 맺는마당
11:30 ~ 13:00 90분 점심식사 후 퇴소

※ 본 일정표는 기상조건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