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판매 수익금 판매현황

2009년 쿠폰 수익금

(총금액 2,500,800원)

도서 286부 구입하여 4개 기관 지원

목적

티켓판매 수익금 판매현황

제28회 수원 어린이·청소년한마당

2013년 쿠폰 수익금 (총금액 3,318,700원)
나눔의집 아이들 지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1 한사랑 복지센터
2 공부잘하는 독서학교

나야! 나!

2014년 쿠폰 수익금 (총금액 2,009,960원)

3 장안우리지역아동센터
4 세류지역아동센터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 가정폭력피해가정 2곳에 생필품, 병원비 등
관리 하면서 지원

2010년 쿠폰 수익금

(총금액 4,547,020원)

도서 286부 구입하여 4개 기관 지원

2015년 쿠폰 수익금 (총금액 3,482,510원)

1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저소득층아이들 4명 장학금 및 언어치료

1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저소득 가족 600,000원

2 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초등학교 회원

2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600,000원

3 서수원지역 특수중고등대안 배움터 마당, 조원동 지역 아동센터 - 도서구입

3 나눔의집 키다리꿈 지역아동센터 682,510원

4 저소득층 축구교실 - 축구화, 양말

4 노인정신건강센터 결손가정 600,000원
5 네팔 지진피해 텐트 40동(1동에 25,000원) 지원 1,000,000원

2011년 쿠폰 수익금

(총금액 2,595,394원)

1 도토리교실(350.000원) - 서수원청소년방과후학교 프린트와 복사되는 복합기
2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840.000) - 운영지원을 받지 못하는 4개 신규단체 지원
3 전교조(1.000.000원) - 2011년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급식지원대상자 어린이캠프 지원

2016년 쿠폰 수익금 (총금액 3,126,800원)
1 매산지역 아동센터 1,126,800원
2 밝은별지역아동센터 1,000,000원

2017년 쿠폰 수익금 (총금액 3,055,800원)

장

1 다문화도서관 1,000,000원

(총금액 2,246,000원)

1 칠보 초등학생 장애를 둔 부모모임 "느티나무" 특수교육 관련 도서 30권정도 기증
2 우리들유치원 : 저소득 아이 1명 지원
3 해님달님 도서관 지원
4 나눔의집 저소득 아이 1명 지원

2018년 쿠폰 수익금 (총금액 3,834,900원)

소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세류3동 주민센터 앞마당

만석공원

서호공원 화장실 앞(새싹교 밑)

1 키다리꿈 지역아동센터 - 2,000,000원
2 윤슬청소년지역아동센터 – 1,834,900원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린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짜여진 일상생활로의 일탈을 경험하도록
해 생활의 활력을 얻게 하고 다른세계를 체험하도록 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날에 가족과 함께 즐길수 없는 저소득층,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하여 공동행사
이외에 찾아가는 어린이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장애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며, 장애인도 다양한 개성을 지닌 친구
이며 이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서 서로 화합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다.

참여단체 (가나다순) 29개단체

2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환원 프로젝트 969,800원

2012년 쿠폰 수익금

▶소비적이고 일회적인 대중문화에 맞서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대안문화를 제시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수 있도록한다.

2019년 5월 5일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3 키다리꿈 지역아동센터 1,000,000원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
축구공축구화(초1) 25,000원 60,000원

▶이웃의 문제, 사회의 문제, 자연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모두가 하나되어 이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 씩씩하고 행
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의 결을 존중하여 다문화·장애등의 경계 없이 다양한
개성을 지닌 친구이며 이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서로 화합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수아청(408,000원) - 수아청 통장으로 입금
인라인(초3) 158,000원, 자전거(중1) 165,000원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하나, 하나가 귀한 보물
이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자연과 생명의 고마움을 깨달아 나와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주최

주 관 제28회 수원어린이·청소년한마당 행사위원회

문의

010-4315-3078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꿈소리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다림꽃문화원，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민들레자연학교, (사)한국버닝문화협회, 수원다문화도서관, 수원민예총,
수원민족미술인협회, 수원서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사)참빛청소년상담마을 수원시남자
단기청소년쉼터,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중부경찰서여성청소년계,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화성청년문화발전소,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수원YMCA, 수원YWCA, 에코이스트 환경교육연구소, 청년&청소년 NGO 안아주세요,
청소년NGO 역지사지, 칠보산도토리교실, 품격학교 풍물굿패 삶터, 한국스카우트 경기
남부연맹 수원지구연합회, 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 해피사이언스,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한국범스카우트 경기남부지회)

제 28회 수원어린이·청소년한마당 행사내용
●●

(사)한국버닝 문화협회

칼라로 나누는 동심의 나라사랑 - 색모래, 목공과학
‘삼일백주년’오행시 짓기와 자연그림 손수건 채색
- 삼일백주년 오행시, 자연그림 손수건

수원민족미술인협회

우리의 꽃 무궁화를 만들기
궁상각치우 오음목걸이 피리 만들기

수원시행복정신건강
복지센터

나는 행복한 대한민국 어린이
행복타임캡슐열쇠고리만들기, 행복자판기(DISC성격유형검사),
마음건강으로 가는 길
미아보호소 운영 및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지문등록)운영,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예방 관련 홍보

수원YWCA

신비한 동물사전 - 아나바다 장터, 천연모기퇴치팔찌만들기,
새활용 동물농장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희망교육
시민포럼

지금까지 이런 국민은 없었다 ‘품격국민’
- 기억팔찌/미아방지팔찌 만들기
태극기 퍼즐만들기/ 현수막태극기
전통문화체험한마당 – 긴줄넘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버나(접시)돌리기, 널뛰기, 소원종이 만들기, 윷놀이
친환경 우드아트 – 독립운동가 열쇠고리 만들기
기억하는 100년의 울림! 기약하는 100년의 미래!”
우리가 만들어요 - 안경렌즈 업사이클링 악세사리 만들기,
블록 스트링 만들기, 독립운동역사 시계 만들기, 나비팔찌,
나비머리끈 만들기, 뱃지 만들기
1919-2019 역사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우리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홍보부스,
독립선언서 필사, 수원지역 독립운동가 따라 그리기
독립운동 페이스페인팅
이세상의 주인은 나 - 슈링크스 악세사리 만들기
보리아트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경기남부해바라기
센터(거점)

다림꽃문화원

민들레자연학교

(사)참빛청소년 상담마을
수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사랑합니다... 같이가요 해바라기 – 성폭력예방
약속나무, 비누방울놀이, 시장바구니 나누기

무궁화와 생활
무궁화 볼펜 만들기, 무지개키홀더 만들기, 탁상 액자 만들기

푸르른 환경 지키며 놀아요 - 친환경미생물 EM을 활용한 DIY,
환경을 생각하는 나만의 가방 만들기

기쁨 담아, 애국 담아
– 나라사랑 자연사랑 <에코백 만들기>

수원청소년
성인권센터

뚝딱 뚝딱 역사도 알GO! 성도 알GO!
- 3.1운동 100주년 전구등 만들기
생리주기 팔찌만들기, 성평등 뱃지 만들기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태극기 그리기, 세계문화 체험부스, 무궁화 팔찌 만들기,
태극기 열쇠고리 만들기, 북아트 체험부스

지구별살롱
(수원다문화도서관)
수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단 체 명

대한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예방 관련 홍보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운영

세류3동 주민센터 앞마당
내

칠보산 도토리

에코이스트 환경연구소

●●
용

수원화성청년문화발전소

민들레 자연학교

꼼지락 놀장
꼼지락부스 7종, 보물찾기, 생태놀이, 다국어동화구연
온누리
아트홀

다림꽃문화원

본부석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체육관

(사)참빛청소년상담마을-수원시단기청소년쉼터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거점)

청소년문화센터

행복릴레이
나눔장터

페이스페인팅,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모기퇴치 방향제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클레이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
통일기원 바람개비 만들기

본부석
본부석

출
입
한국청소년
입
구
진흥재단
한국청소년
구
진흥재단

금빛봉사단

수원화성
청년문화발전소

인두화로 뽐내는 수원화성의 아름다움

만석공원
에코이스트
환경교육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수원지구연합회
해피사이언스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범스카우트 경기남부지회)

품격학교

반짝반짝 반딧불이와 재미있는 생태놀이
- 반딧불이 모형 만들기, 미니생태계컬링

>

청년・청소년
NGO 안아주세요

수원청소년문화센터

>

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도지부

용

<

어린이가족체육한마당 - 다양한 단체프로그램 진행

풍물굿패삶터

내

제 28회 수원어린이·청소년한마당 행사배치도

<

수원YMCA

품격학교

단 체 명

(새싹교 밑)●●

해피사이언스

꿈소리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중부서
여성청소년계

용

서호공원 화장실 앞

용

당당한 독립의 후손, 대한의 아이들이여 외쳐라!
- 어린이 독립 선언문 탑 만들기, 오늘은 내가 주인공
(극장책 만들기)

수원민예총

내

●●

)

내

단 체 명

●●

한국전
경기 력공사
범스카 지역본부
우트
경기남
부지회

단 체 명

만석공원

청소년문화센터

(한국

●●

●●

(사)한국버닝문화협회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제2야외
음악당

수원민예총
수원민족
미술인협회

자연물로 만드는 생태공작소
- 수호신목걸이 만들기, 재미난 악기 만들기
메모꽂이 만들기, 자화상 나무그림 액자 만들기

수원YMCA
통로

태극기구슬공예, 날염

과학놀이 한마당

통로
수원시행복정신
건강복지센터
수원희망교육
시민포럼
꿈소리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미아방지 목걸이 만들기

청년•청소년 NGO
안아주세요

청년·청소년 NGO
역지사지

청소년 NGO
역지사지

수원YWCA
풍물굿패
삶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