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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5.29)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

대상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프로그램 안내

상담지원 : 청소년 심리, 진로, 친구관계등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찿아가는 상담등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교육지원 : 검정고시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진행

스마트교실(검정고시 대비), 인터넷 강의 지원, 교재지원등

대학입시 설명회, 대학탐방등

복교지원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탐색, 체험 프로그램 지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취업훈련 연계지원(내일이룸학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자립지원

자기계발: 문화,예술,체육,과학,환경,자원봉사 분야 체험

저소득층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현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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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문화,예술,체육,과학,환경,자원봉사 분야 체험

근로권 교육 및 보호: 근로권익교육 실시, 청소년 근로권 보호연계

기초생활지원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문화지원 : 진로자립캠프, 소풍, 문화예술체험 지원

급식지원 : 꿈드림 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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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연락처 담당업무 공통업무

선임상담사
061-450-552

7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학업중단숙려제

검정고시반 운영, 검정고시장 지원

문화체험 지원, 자기계발, 건강검진 지원, 기초생활지

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연합 아웃리

치

청소년지도

사

061-450-552

8

취업, 직업훈련, 자격취득 지원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창업지원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급식지원, 참여수당지원, 청소년단 지원

시설안내

상담실 교육실 상담대기실 활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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