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이 행복한 경남

경 상 남 도 청 소 년 지 원 재 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19 경상남도 청소년지도자 맞춤형 직무교육」참가자 모집 안내

1.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Actively! 새롭게 변화된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2019 경상남도 청소년지도자 맞춤형 직무교육」을 운영하오니 

귀 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과정  ※수요조사 결과반영

회차 구분 일시 대상 인원 과정 비고

1차

직급 교육

4.26.(금)
11:00~16:00

담당자 직급
(주임, 대리)

30 프로그램 지도

※중식
  제공

2차
6.28.(금)

11:00~16:00
중간관리자 직급

(팀장, 부장)
20 코칭스킬

3차
9.27.(금)

11:00~16:00
관리자 직급

(운영대표, 기관장)
20 조직소통

4차 통합 교육
11.22.(금)

11:00~16:00
청소년지도자

(직급, 직책 제한 無)
30 프로그램 기획

  나. 교육장소 :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교육실1)

  다. 접수기간 : 2019. 4. 16.(화) ~ 11.21. 각 과정별 3일전까지 신청 가능

  라. 신청대상 : 도내 청소년지도자 ※회차별 교육대상 상이, 확인요망

  마. 신청방법

    1)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신청(http://gnyouth.net) ※신청방법 붙임참조

    2) 각 과정별 신청 후 담당자 확인전화 필수 ※선착순 접수 원칙, 결원 발생 시 차순자 등록

    3) 교육수료 후 5일 내 수료증 발급, 온라인 교육신청 시 등록된 E-Mail로 발송

  바. 교육문의 : 활동진흥센터 신헌범(☎055-711-1363)

붙임 1. 청소년지도자 맞춤형 직무교육 안내 포스터 1부

     2. 맞춤형 직무교육 신청방법 1부

     3.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오시는 길 1부.  끝.

http://gnyouth.net


 경상남 도청소년지원 재단 이사장

수신자 : 청소년수련시설(거제시청소년수련관장,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장,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거창군청소년수련관장,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장,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 고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대표, 김해시청소년수련관장, 김해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 남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늘푸른전당 관장,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밀양시청소년

수련관장, 봉림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봉림청소년수련관장, 사천시청소년수련관장, 사천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산청군청소년수련관장,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 양산시청소년회관 

운영대표, 영산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장, 

의령군청소년수련관장, 진교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 진주시청소년수련관장, 진해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진해청소년수련관장, 진해청소년수련원장, 진해청소년전당관장, 창녕군청소년수련관장, 

통영시청소년수련원장, 하동군청소년수련관장, 하동군청소년수련원장, 함안군청소년수련관장,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표, 합천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단체(거제YMCA 이사장, 거창

YMCA 이사장, 거창흥사단지부장, 경남기독교청소년협회장, 경남청소년교육개발원장, 경남청소년

교육문화원장, 경남청소년문화개발원장,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경남홍의청소년육성회장, 

경로사상실천모임 운영대표, 경상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장, 교육네트워크시선 운영대표, 국제

청소년연합경남지부장, 국제청소년연합진주지회장, 굿네이버스 경남동부지부장, 김해YMCA 

이사장, 나누리상담센터장, 마산YWCA 이사장, 미주교육문화진흥원장, 반석청소년재단 이사장, 

봉림 운영대표, 사랑의울타리 운영대표,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장, 살림공동체“모심과 나눔” 

운영대표, 샬롬청소년센터장, 숲속마을청소년학교장, 아둘람 운영대표, 이레청소년복지센터장, 

저도청소년수련원장, 진주YMCA이사장,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운영대표, 진주시청소년단체

협의회장, 창원YMCA이사장. 창원 보호상담센터장, 창원가온누리센터장, 창원흥사단 지부장, 

천성전통문화교육회장, 청소년문화공동체필통 운영대표, 청소년문화연구소장, 청소년미래교육해밀 

운영대표, 청소년배움과나눔 운영대표, 청소년복지진흥원장, 청소년선도함안협의단장,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진주사천지부장, 충효선양회장, 통영YMCA 

이사장, 하라 운영대표,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한국B.B.S경남연맹장, 한국BBS경남연맹 

창원서부지회장, 한국걸스카우트경남연맹장, 한국스카우트연맹 경남연맹장, 한국청년지도자협회 

경상남도지부장, 한국청소년경남연맹장, 한국청소년드림센터장, 한국청소년문화연구회원장, 

한국청소년문화원장, 한국청소년상담교육센터장, 한국해양소년단경남동부연맹장, 한돌청소년

문화공동체 운영대표, 행복한교육인 운영대표), 수련원 및 유스호스텔(가배랑리조트수련원장, 

가야연수원장, 거제그린유스타운원장, 경호강청소년수련원장, 남해유스타운원장, 남해청소년

수련원장, 덕유산청소년수련원장,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장, 봉화산청소년수련원장, 부일

청소년수련원장, 사량도천문대청소년수련원장, 소남청소년수련원장, 아라청소년수련원장, 아멘

청소년수련원장, 온누리청소년수련원장, 자굴산청소년수련원장, 지리산청소년수련원장, 청학동

서당청소년수련원장, 합천호청소년수련원장, 해운청소년수련원장, 홍의청소년수련원장, 황석산

청소년수련원장, 거제유스호스텔 운영대표, 거제해와나루유스호스텔 운영대표, 사량섬유스호스텔 

운영대표, 상주비치유스호스텔 운영대표, 상주유스호스텔 운영대표, 유스호스텔파래소 운영대표, 

청학동고목당유스호스텔 운영대표, 청학동명륜학당유스호스텔 운영대표, 통영동원유스호스텔 

운영대표, 파라다이스힐 유스호스텔 운영대표)

    전결 04/10     

담당 팀장 센터장   

협조자    

  

시행 활동진흥센터-1263 ( 2019.04.10. ) 접수 ( )

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 (사림동, 경남대표도서관)/ www.gnyouth.net

전화 055-711-1363 전송 055)711-1356 / s-hb84@gnyouth.net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