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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꿈과 끼 함께 펼칠 청소년 모여라!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동아리 모집 … 관내 청소년 과반수 이상인
5인 이상 청소년 모임 대상
○ 동아리 연합회 ‘나우리’ 홍보 영상 제작, 과천시청 유튜브와 수련
관 홈페이지에 게시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펼칠 ‘청
소년 동아리’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동아리연합 ‘나우리’를 중심으로
댄스, 밴드, 영상, 봉사, 치어리딩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구성되
어 있다. 청소년 동아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활동을 늘리거
나, 대면 활동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더욱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 신규 동아리를 모집하게 되
었다.
동아리 지원 자격은 ‘관내 청소년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청소년 모임’으로 활동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다. 활동 경험이
없는 신규 동아리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차원에서 동아리 구성과
활동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조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청소년수련관 등록 동아리에 지원하던 활동 공
간, 우수활동 동아리 지원금 지원 제공 외에 동아리별로 전문 지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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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청소년 동아리 모집과 관련해, 동아리연합 나우리에서는 홍보 동영상
을 직접 기획, 촬영, 편집하여 공개했다. 홍보 동영상은 총 2편으로 동
아리 활동에 대한 소개와 동아리 공연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연 영상은 2020년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으로 유명한 이날치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개사하여 부르고, 창작댄스를 보이는 등, 재미있게 패
러디 하였다. 나우리가 만든 홍보영상은 유튜브 과천시청 공식 채널에
서 볼 수 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한 영상동아리 TEAM MM 부기장 김건우(과천고 2
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선생님, 함께 MC를 본 파트너까지 모두가 하
나 되어 만들었단 점에서 무엇보다 뜻깊고, 나 자신이 한층 성장한 느
낌이 들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참여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발견하고, 함께 성장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에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
겠다”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독려했다.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홍보 영상과 자세한 모집 내용은 과천시청소년
수련관 www.gcy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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