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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여성․아동 복지

1. 여성정책

 

 가. 본 향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

는 한편,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대 및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 및 복

지증진으로 건강한 가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나. 2008  추진실   과

    1)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 육성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을 배양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코자 관내 일반여성, 여성단체 회원 등 

9,476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우리아이 감성지수(EQ)높이기」,「우리아이 

5Q높이기」부모교실,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 고, 건전

가요노래교실, 여성주간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점

차 증대하는 여성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 다. 또한 정서적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의 달에는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 가족뮤지컬을 공연하여 가족 화합의 장을 마련하 고, 복

지관 3개소에 건강가정육성 프로그램 운 비를 지원하는 등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 다.

      

                            ≪≪≪≪≪여성주간 여성주간 여성주간 여성주간 여성주간 기념 기념 기념 기념 기념 초청 초청 초청 초청 초청 강연강연강연강연강연≫     ≫     ≫     ≫     ≫     ≪≪≪≪≪우리아이 우리아이 우리아이 우리아이 우리아이 5Q5Q5Q5Q5Q높이기 높이기 높이기 높이기 높이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자녀교실자녀교실자녀교실자녀교실자녀교실≫≫≫≫≫≪여성주간 기념 초청 강연≫     ≪우리아이 5Q높이기 어머니 자녀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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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관내 13개 여성단체장으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각 여성단체별

로 소년소녀가정 밑반찬 지원,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일일문화체험운 , 경로잔

치 개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등 특색사업과 각종 봉사활동을 추진하 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여성단체 회원

들을 표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단체 역할 정립 및 활성화를 도모하 다. 앞

으로도 단체별로 특색 있고 전문적인 사업 발굴 유도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

업전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남동구여성단체협의회 현황 

단   체   명 단   체   명

(구)소래포구상인번 회 새마을부녀회

녹색 어머니회 솔잎 봉사단

대한민국재향군인여성회 자유총연맹여성회

대한어머니회 주부환경연합

대한주부클럽 한국 부인회

전국주부교실 한국통일여성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여성분과위원회

    3)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가) 여성상담사업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구성원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요보호여성 (미혼모, 저소득층 여성, 모자가정, 여성폭력피해 

여성 등)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의 해

결에 적극 대응코자 관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4개소를 운 하고 있으며, 17

개 동사무소에「행복한 가정만들기」상담원 19명을 배치하여 소외계층 위주의 

가정방문 상담 활동을 실시 위기가정을 조기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 다.

     ❍ 상담종류

구분 합계
저소득
가정경제

모·부자
가  정

부부
갈등

노인
취업

직업훈련
가정
폭력

성폭력 아동
기타

(이민자)

계 4,162 476 322 104 1512 29 22 1 38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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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결과 조치내역

월별 계 전문상담
기관안내

복지시설
입소안내

현장출동
협조요청

상담위로
정보제공

2차상담
권   고

기  타

계 4,209 151 85 24 2084 858 1007

    나) 요보호여성지원 및 양성평등의식 교육

  청소년들에게 바르고 건전한 성지식 및 양성평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

른 성지식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 및 인격형성에 기여하

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5,458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또한 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을 위해 심리치료프로그램, 여가문화 기회제공, 전문성 함양프로그램 등

으로 구성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 하여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하 다.

    4)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사업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출 또는 유기된 여성(남성)이 18세(취학시 만20세) 미

만의 자녀를 양육 시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 405명에게 학자금 556,840천원을 지원하 고, 만6세 

미만의 아동 202명에게 179,825천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 으며, 초등학생 

512명에게 학용품비 103,600천원 지원, 833명의 중․고생에게 478,410천원의 학

습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 으며, 한부모가정 1,007세대에 178,120천원의 월동대

책비 및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 으며, 한부모가정 세대주 건강검진비를 68명에

게 9,600천원 지원하 다. 

  전국 최초로 부자보호시설이 건립되어 2007년 10월부터 운 되고 있으며 아

담채 입주세대 20세대의 관리비 및 인건비등의 운 비를 339,973천원 지원하

으며 한부모 가정 돌보미 4명이 9세대의 한부모가정 돌봄가정에 파견하는 파견

사업을 실시하여 한부모 가정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경감시켜 세대주의 안정

적인 사회활동에 기여하 다. 또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임대아파트 

추천, 직업훈련 추천, 결연 및 후원사업 등을 추진하 다.

  다. 2009 도 사업계획

    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사업 실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지도교실 및 건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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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교실, 여성주간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 할 계획이며, 관내 여성단체

장으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단체의 역할 정

립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각 단체별 특색 있고 전문

적인 사업발굴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전개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건강한 가정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정의 달에는 가족이 함

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을 공연할 계획이며 각 동사무소에 행복한 가정 만

들기 상담원을 확대 배치하여 19명의 상담원이 각종 가정문제 상담을 통해 건강

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성지식을 인식시키고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 

사회 저변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3) 여성의 인권보호 강화 

     가) 상담사업 활성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 

하며 요보호여성(미혼모, 저소득층 여성, 모자가정, 여성폭력피해 여성 등) 및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의 해결에 적극 

대응코자 관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4개소를 운 하고, 17개 동사무소에 「행

복한 가정 만들기」상담원을 확대 배치하여 소외계층 위주의 가정방문 상담활동

을 실시 위기 가정을 조기 발굴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등 정서적으로 건강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다.

     나) 요보호 여성 지원 및 양성평등교육

  청소년들에게 바르고 건전한 성지식 및 양성평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

른 성지식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 및 인격형성에 기여하

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사회참여확대 지원 프로그램을 운 하여 

건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힘쓸 것이다.

    4) 한부모 가정에 대한 다각적 지원사업 실시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출 또는 유기된 여성(남성)이 18세(취학시 만22세) 미

만의 자녀를 양육 시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나날이 증가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만 8세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고, 

고교생에게는 자녀학자금을 지원, 초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를 분기별 4만원씩 

지급,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습비 및 교통비를 분기 13만원 지급하고, 신입 중고

생에게는 교복비를 반기별 10만원 지급할 것이며, 매년 말 월동대책비(4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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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원, 난방연료비 (전세대) 12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한부모 가정 세

대주 80명에게 세대주 건강 검진비 12만원씩 지급하고, 한부모 가정 돌보미 4

명을 한부모 돌봄가정 8세대에 파견사업을 실시하여 한부모 가정의 정신적․육체

적 부담을 경감시켜 세대주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부자보

호시설 20세대에 대하여 운 비를 지원하여 시설부자세대의 자녀양육 및 가사

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5)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 정착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

폭력 예방 사전교육과 이주여성 인권 향상 도모를 위한 국제결혼정보제공프로그

램 운 을 지원하고, 입국초의 결혼이민자를 방문 상담하는 다문화가족 상담 관

리 및 한국문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교육을 위한 다문화 가족화합 프로그램 운

사업을 지원하며 2009년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설위탁운 으로 결혼이

민자를 위한 한글교육 및 컴퓨터교실 운 ,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3.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가. 본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

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며,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

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

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는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동

이 미래사회 주역으로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나. 2008  추진실   과

    1) 아동급식지원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해체,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

직․ 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 학대, 방임, 유기, 부양기피 및 거부, 그밖

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

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

다. 지정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를 이용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학기 중 1,700명/방학 중 4,193명)에게 급식비 2,167,069천원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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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아동센터 운 지원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33개소 시설에 운 비 733,200천원을 지원하 다.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기존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 여

건에서 보호받고 자라나 가족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건실한 가정을 이루

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개소 시설에 운 비 47,085천원을 지원하 다.

    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수감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

로서 만 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 및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

줌으로써 가정 내에서 생활유지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 있다.

     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현황 : 111세대 131명

     나) 지원실적

  2008년도의 111세대 138명에 대한 총 지원액은 222,720천원으로, 부가급여인

양육비로 107,100천원을 지원하고,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93,348천원을 지원하 으며,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CDA)로 총 22,272천원이 매칭 적립되었으며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세대)에 전

세주택을 지원하여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

하 다. 또한 후견인 지정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종교단체 및 사

회단체의 결연을 추진하여 사회 각층의 도움을 전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 다. 

  다. 2009 도 사업계획  

    1) 아동급식지원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지

원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관리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

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및 급식실태조사를 통하여 급식

지원사업을 보완해 갈 예정이다.

    2)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운  지원

  빈곤 결식아동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운 비 33개소 871,200천원, 학습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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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소 89,000천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4명 444,000천원, 공동생활가정(그

룹홈)운 비 2개소 739,200천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가정해체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요보호아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세대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아동이 실

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인 소년소녀가정 세대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

래할 수 있어 그 지정을 제한하고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

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

록 보호 관리하고 후견인 지정 및 사회단체 등과의 결연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양육비, 양급식

비, 학원비, 자립지원비, 대학생입학금,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등 지속적인 지

원을 위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4) 아동복지종합센터 확대운  

  최근 늘어나는 요보호아동, 청소년 및 저소득 빈곤층의 가족해체로 심리적, 환경

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아동에 대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교

육 및 치료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운 비 200,000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유아 복지

  가. 보 실태 

  산업화와 정보화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 가속화됨에 따라 유아의 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으며 보육의 수요 또한 다양하게 요구되어 능동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

으로 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가정복지증진에 심혈

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나. 2008  주요 추진 과   

  우리 구 관내에서 운  중인 보육시설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22개소이며, 민간 

보육시설 125개소, 직장보육시설 3개소, 가정보육시설 132개소로 2008년도 말 현

재 282개소가 운  중에 있고,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 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7,645,384천원의 운 비를 지원하 다.

    1) 보육시설 운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시비보조 구비보조 비 고

총      계 27,645,384 14,855,875 7,586,031 5,203,478

시설별지원 15,558,124 9,024,920 4,030,462 2,502,742

아동별지원 12,087,260 5,830,955 3,555,569 2,7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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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 비보조금 지원 중, 시설별 지원은 공립 및 종교기관부설, 보육시설

(장애아 및 아전담) 22개 시설 종사자 및 민간시설 아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교재 교구비, 차량운 비,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운  등

에 지원되며,

    ❍ 아동별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 셋째이상 

자녀 등에 대한 지원으로 총9,456명에게 지원하 다.

    2) 보육시설현황

연번 구  분 시 설 수(개소) 보육정원(명) 비고

계 282 11,562

1    정부지원시설 22 1,502

2    민간보육시설 125 7,563

3    가정보육시설 132 2,345

4    직장보육시설 3 152

    3) 국․공립 및 비 리법인(정부법인)

연번 시 설 명 주       소 정원 전화번호 비고

1 남동어린이집 간석3동 224번지462호 99 421-3377

2 제비어린이집 구월3동 1090-6 38 423-5225

3 만월어린이집 만수2동 5번지377호 106 466-0391

4 개나리어린이집 만수4동 주공@216동102호 14 465-2296

5 늘푸른어린이집 만수6동 1029번지3호 49 463-6637

6 씨튼어린이집 만수6동 1085번지6호 20 472-5004

7 고잔어린이집 고잔동 180번지3호 148 442-0550

8 꿈사랑어린이집 논현동 주공@ 5단지관리동 30 428-9515

9 달초롱어린이집 논현동 산뒤마을주공@관리동 31 446-5242

10 돌고래어린이집 논현동 599번지1호 47 428-8411

11 은행나무어린이집 논현동 논현주공3단지 내 48 434-5879

12 호구포어린이집 논현동 범마을@ 211동 38 428-7434

13 남부어린이집 구월1동 1232번지 126 464-0094

14 목민어린이집 만수2동 867번지9호 148 462-6845

15 성산어린이집 구월3동 1377번지1호,2호 135 437-9004

16 만수어린이집 만수1동 주공@7단지 관리동 58 463-8167

17 남촌어린이집 남촌동 308번지4호 52 468-9850

18 근로복지공단남동어린이집 서창동 48블럭6~9롯트 168 465-5885

19 성산베데스다어린이집 구월3동 1377번지4호 39 435-0036

20 만수색동원어린이집 만수1동 974번지13호 24 469-5232

21 아이랑어린이집 만수5동 882번지3호 48 466-2389

22 인하어린이집 만수4동 85번지3호 36 46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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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향후 향  망  

    1)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 등 근로시간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시간연장형 보육시설』,『장애통합보육시설』등을 확충하여 다양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교구 개발 보급 확대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라. 2009 도 사업계획    

    1)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전개

  공보육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의 공공

성 확립을 위한 공립보육 시설 설치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공립보육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자 한다.

    2)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민간보육 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및 연구활동비

를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취약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

을 확대할 계획이다.

    3) 보육시설 미이용 아 지원

  보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가정의 보육시설을 미이용하

는 만2세미만의 아에 대해서 7월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4) 평가인증시설 확대를 통한 표준화 보육서비스 제공

  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설장은 물론 보육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유아의 부모가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운 비 및 종

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표준화된 보육 서비스

를 제공할 것이다.

    5) 보육시설장 워크숍

  유아 보육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시설 종사

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제고는 물론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 하고자 보육시설장 워크숍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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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문화육성 

  가. 목   본

  청소년이「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주체적인 삶을 위하도록 스스

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21세기 내일의 주역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

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전하며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적극 수용하고 놀이공간을 지원

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 보호의 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함으로서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최

선을 다할 것이다.

  나. 2008  추진실   과

    1)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들에게 마음 놓고 지역사회와 대자연속에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려운 청소년 천문대캠프

(2008. 1. 31 ~ 2. 1), 청소년동아리축제 & 그림그리기대회(2008. 5. 10), 청소

년레포츠체험 캠프(2008. 8. 7 ~ 8. 8),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2008. 10. 

11),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캠프(2008. 1. 24 ~ 1. 25, 2008. 7. 30 ~ 7. 31),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

고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 문화 형성에 기여하 다. 

    2)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운  및 시설 지원 

  도심 내 청소년 나름의 재능과 자질계발을 위 

한“발산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부적응 등 

고민 해결을 위한 청소년 자유이용시설로  청소

년 새샘터와 사이버상담실(만수2동 5-317),

  남동청소년의 집(구월4동 349-826)을 설치하

여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청

소년 정서에 직․간접으로 향을 주는 유해매체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캠페인≫≫≫≫≫≪청소년 보호 캠페인≫   

을 위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연말연시 청소년 보호캠페인 전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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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3) 등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있다.

  다. 2009 도 사업계획

    1)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

  지난해 개최 및 지원했던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보다 세심히 반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함으로서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를 늘이는 한편,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력단련 

및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 레포츠 체험캠프와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청소년축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 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

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의 일원으

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등 청소년문화

를 선도해 나아갈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길거리 길거리 길거리 길거리 길거리 농구대회농구대회농구대회농구대회농구대회≫           ≫           ≫           ≫           ≫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전통문화교육 전통문화교육 전통문화교육 전통문화교육 전통문화교육 캠프캠프캠프캠프캠프≫≫≫≫≫≪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전통문화교육 캠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