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활동 플랫폼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 신
(경유)
제 목

수신처 참조
2021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제8회 부산 청소년 열린 축제」참가자 모집

1.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소년기본법 제16조(청소년의 달), 2021년도 부산광역시청소년정책시행계획
관련입니다.
3. 우리 센터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제8회 부산 청소년 열린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오니 많은 홍보 및 협조 바랍니다.
가. 행사개요
1) 행 사 명: 제8회 부산 청소년 열린 축제
2) 기

간: 5월 한 달 간 온라인 운영

※종목별 세부내용 붙임2 참조

3) 참가대상: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교사 등 부산거주 시민
4) 행사구성
구분

내용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시상식

SNS 이벤트

끼.Look.끼.Look
(온라인 경연대회)

최강 부산
퀴즈왕

SNS로 출제되어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퀴즈(추첨을 통한 상품 제공)

감사메시지
이벤트

5월달을 맞이하여 감사한 사람(선생님, 가족 등)에
대한 메시지를 작성, 추첨을 통한 상품 제공

댄스, 노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끼를 지닌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연대회
소속 학교(기관) 대표 대항전을 통해
교직원 및 청소년 전원 기프티콘 제공

온라인
학교·기관 대항전

스승의날 기념
이벤트

종목

-

e스포츠대회
최강 센스왕 선발대회(온라인 넌센스 골든벨)
최강 Knee King선발대회(줄넘기대회)
최강 Eye King 선발대회(인물맞추기)
최강 Ear King선발대회(노래맞추기)

온라인 장기(將棋) 대전(교직원 대결)

5) 주최/주관: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6) 후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의회

나. 모집개요
1) SNS 이벤트
가) 최강 부산 퀴즈왕
(1) 운영기간 : 2021. 4. 19.(월) ~ 5. 24.(월)
(2) 내

용 : 센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참조

나) ‘새삼스럽지만 고마워요’ 감사메시지 이벤트
(1) 운영기간 : 2021. 4. 26.(월) ~ 5. 14.(금)
(2) 내

용 : 센터 홈페이지 ‘이벤트응모’ 참조

2) 끼.Look.끼.Look(온라인 경연대회)
가) 모집기간: 2021. 4. 22.(목) ~ 5. 7.(금)
나) 모집대상: 부산지역 청소년 동아리(팀) 또는 개인

※학원소속 제외

다) 모집분야: 댄스, 노래, 퍼포먼스 등 자유선택
라) 제출서류: 양식1, 활동영상 메일발송(center@busanyouth.net)
마) 심사일자: 5. 12.(수) ~ 14.(금) / 영상심사를 통한 수상팀 선정
바) 결과발표: 5. 15.(토) 15:00
사) 시상내역: 부산광역시장상(1), 부산광역시교육감상(1),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상(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1), 부산광역시청
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11)

※수상팀 전원 기프티콘 증정(금액 차등)

3) 온라인 학교·기관 대항전
가) 모집기간: 2021. 4. 22.(목) ~ 5. 7.(금)
나) 운영종목
(1) e스포츠대회
(2) 최강 센스왕 선발대회(온라인 넌센스 골든벨)
(3) 최강 Knee King 선발대회(단체 줄넘기대회)
(4) 최강 Eye King 선발대회(인물맞추기)
(5) 최강 Ear King 선발대회(노래맞추기)
다) 종목별 모집규모 및 운영방법: 붙임2 참조
라) 운영장소: 각 학교(기관) 및 온라인
마) 인센티브: 소속 교직원, 청소년 대상 기프티콘 제공

※세부사항 붙임2 참조

바) 신청방법: 양식2 작성 후 이메일(center@busanyouth.net) 제출
※종목별 별도 작성·제출

4) 스승의날 기념 이벤트 – 온라인 장기(將棋) 대전
가) 모집기간: 2021. 4. 22.(목) ~ 5. 7.(금)
나) 세부내용: 붙임2 참조
다) 신청방법: 양식3 작성 후 이메일(center@busanyouth.net) 제출

붙임

1. 제8회 부산 청소년 열린 축제 포스터 1부.
2. 제8회 부산 청소년 열린 축제 종목별 안내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수신처

부산광역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16개 구·군,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관련 기관 등
대결

팀원

협조자
시
우
전

팀장

04/21

센터장

팀장

행
활동협력팀-000100 ( 2021.04.21. ) 접수
(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초량동)
/ http://busanyouth.net
화 051-852-3461~2 전송
852-3463
/ center@busanyouth.net
/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