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일정표
1일차

안내 및 이벤트 참여하기

화성시 청소년들이여! 마음껏 즐겨라!

11.06(토) 14:00~17:00

14:00 ~ 14:20

개회식

14:20 ~ 15:00

화락 라디오 1부
- 실시간 이벤트
- 청소년동아리 공연

15:00 ~ 15:50

화성 생생TV+나 혼자 논다
(액티비티 스포츠 스태킹)

15:50 ~ 16:10

색칠로 떠나는 화성명소

16:10 ~ 17:00

화성 생생TV+나 혼자 논다
(석고방향제 만들기)

실시간으로 즐기는
‘화락’ 바로가기!

쌍방향 라이브로 즐기는 체험프로그램
‘나 혼자 논다’ 사전 안내 오픈채팅방

2021.11.06.(토) ~ 11.07.(일)
14:00 ~ 17:00

다채로운 ‘화락’의 참여이벤트 안내
(색칠로 떠나는 화성명소, 화락패션쇼,
나 홀로 집에 챌린지 등 ‘화락’의 이벤트)

2일차

11.07(일) 14:00~17:00

14:00 ~ 14:50

화성 생생TV+나 혼자 논다
(드림캐쳐 만들기)

14:50 ~ 15:30

화락 라디오 2부
- 실시간 이벤트
- 청소년동아리 공연

15:30 ~ 16:20

화성 생생TV+나 혼자 논다(홈카페)

16:20 ~ 16:40

화락 패션쇼

16:40 ~ 17:00

폐회식

2021년 화성시 온라인 청소년 마을축제 ‘화락’
조회수 234,201 회

업로드 게시일 2021. 11.06

누림청소년문화의집
구독자 10만명

주최 |

주관 |

누림청소년문화의집은?
여러 분야의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여 화성시 서·남부권 청소년들이
다양한 참여와 문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화성시 온라인 청소년마을축제 ‘화락’ 프로그램
1일차

11.06(토) 14:00~17:00

화락 라디오

고민은 많이 되는데...
누구랑 얘기해야하지..? 접수된 사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미니드라마를 시청하고
상담전문가와 청취자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요!

2일차

11.07(일) 14:00~17:00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연혁
2021. 09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1. 08

2021년 경기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책 제안 발표회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 수상

2020. 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등록
<화성역사탐방 랜선으로 드루와!>

2020. 09.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등록
<청소년참여자치기구 민주시민역량 강화활동>

2019. 12.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등록 <예비중캠프>

2019. 02.

모범청소년수련시설 표창/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8. 11.

제1회 화성시청소년마을축제 개최

2018. 01.

청소년진로적성체험실 운영

2017. 07.

누림청소년문화의집 기관등록

2017. 04.

모두누림센터 개관

(연애&인간관계)

청소년
동아리 공연

화성
생생 TV

누림청소년문화의집의 공간구성
청소년진로적성체험실
청소년자치활동실

밴드연습실

야외 청소년자율
테라스 이용공간

Play Zone
Activity zone
Study zone
Smart zone

강의실
온돌강의실
1,2
9~24세 청소년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추가 후 무료대관 신청 가능합니다.

나 혼자
논다

색칠로
떠나는
화성 명소

너의 끼를 뽐내봐! 사전 녹화된 청소년
동아리의 멋진 공연영상을 감상해보세요.
감상 후 실시간으로 후기를 남기면
상품이 와르르!

오늘은 뭐하지..?라는 고민이 들 땐
화성 생생 TV가 알려주는 곳으로
찾아가보는 건 어때?!
청소년미디어크리에이터가 직접 기획하고
소개하는 화성의 생생한 정보들!

집에서도 혼자 재밌게 놀 수 있지!
‘액티비티 스포츠 스태킹'
내 공간만큼은 아늑하고 좋은 향이 가득
석고방향제 만들기'

사전에 배부된 화성 관광명소 컬러링 엽서!
나만의 작품으로 탄생시키고 문화의집에
제출하면 참여 완료!
메타버스에 전시도 하고 실시간으로
투표해서 1~3위 우수작품은 선물이 팡팡!

화락 라디오
(진로)

청소년
동아리 공연

화성
생생 TV

나 혼자
논다

화락
패션쇼

고민은 많이 되는데...
누구랑 얘기해야하지..? 접수된 사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미니드라마를 시청하고
진로전문가와 청취자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요!

너의 끼를 뽐내봐! 사전 녹화된 청소년
동아리의 멋진 공연영상을 감상해보세요.
감상 후 실시간으로 후기를 남기면
상품이 와르르!

오늘은 뭐하지..?라는 고민이 들 땐
화성 생생 TV가 알려주는 곳으로
찾아가보는 건 어때?!
청소년미디어크리에이터가 직접 기획하고
소개하는 화성의 생생한 정보들!

2022년에는 좋은 꿈만 들어와라!
‘드림캐쳐 만들기'
집에서도 카페 분위기 물씬~
‘나만의 홈카페’

누림청소년문화의집을 가상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만나보는 누림청소년문화의집과 ‘홈파티’
주제에 맞게 꾸민 아바타로 멋진 워킹까지!
좋아요 수가 많은 상위 8인을 선정하여 당일에
워킹을 보여주고 1~3위에게 선물이 팡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