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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2017 열 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2월 12일(화)~14일(목), 통학형 3일간
   ◦ 대    상 : 19세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예정 청소년 
   ◦ 장    소 : 하자센터 및 팀별 현장
   ◦ 참여인원 : 19세 청소년 18명(연인원 54명)
                20~29세 청년 8명(연인원 24명), 총 78명 
   ◦ 주    관 :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주    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세대학교
   ◦ 결    산 : 일천이백구십사만칠천이백삼십육원(금12,947,236원)

3. 사업내용
   ◦ 역할분담

- 기획 및 실행 : 창의진로팀 
- 외부 연계 실행팀 : 

활동명 강사 / 워크숍팀 주요내용

토크콘서트

복태와 한군
(뮤지션)

스무살을 맞이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래공연
음악작업을 통해 일상을 기록하고 공연으로 
나누는 뮤지션

김시현
(스튜디오 시현하다 대표)

증명사진과 가족사진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
근하는 프로젝트 진행

고성배
(The Kooh 편집장)

타인의 기록을 새롭게 해석하여 편집하는 
프로젝트 진행

정지혜
(사적인서점 북디렉터)

대화를 통해 타인의 고민을 듣고 책을 처방
하는 서점 운영

술술프로젝트
<일상기술,
인생구술>

랭니 일일직업체험 강사
실을 잇는 기술 진행

만들이(경오,나니) 일일직업체험 강사
공구를 다루는 기술 진행

푸른(판돌) 이야기를 권하는 기술 진행

팀프로젝트
<세상을 관찰하라> 블랭크 상도동을 거점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사회적

기업. 청년공동작업공간과 레지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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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실적   
    1) 추진일정 

<세상과 소통하라>

론드리프로젝트
해방촌을 거점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커뮤니
티 공간운영. 청년과 이주민의 주거환경에 
주목

로드스꼴라
하자센터내 입주한 네트워크학교로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대안교육을 
펼치는 사회적기업

텐트토크쇼
<밤에 온 손님>

안백린 (비건크루즈 기획자) 비건-페미니즘, 청년기본소득, 여행, 자원활
동 등 다양한 이슈를 함께 풀어줄 청년멘토
를 초대하여 소그룹으로 대화진행

서한나 (보슈 편집장)
고수경 (로드스꼴라 길별)
김영원 (러너)

식사

오가니제이션요리
하자센터 내 네트워크학교인 영셰프스쿨을 
운영하며,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
업

비건크루즈(너티즈) 비건 레시피를 개발하며, 비건파티를 기획하
며 사회적 캠페인을 펼쳐가는 커뮤니티

소풍가는고양이
비진학 후기청소년들과 함께 바른 먹거리를 
위한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
업

영상제작 윤지원 캠프 결과보고용 영상제작
디자인 소행단(손나린) 포스터 디자인, 자원활동

청년기획단
‘코칭스태프’

고다운,김예슬,손나린,유은
결, 지형준,최다은,홍지우
부분결합 : 김지현
교육워크숍 : 로드스꼴라 

오프닝, 크로징 기획
공간기획 및 준비
기록, 프로그램 보조진행
팀 담당스태프 역할

구분 주요일정

사전

- 2017. 10.12(목)~12.7(목)
- 2017. 11월 

- 2017. 11. 28(화)~12. 11(월)

- 2017. 12. 8일(토)~11(월)  
- 2017. 12. 11(월)

- 매주 목요일 기획회의
- 프로젝트 팀 선정 및 프로그램 협의
- 게스트 섭외
- 캠프 관련 작업자 섭외(영상/디자인)
- 청년기획단 모집 및 선발
- 참가자 모집 ; 학교공문발송, 구글신청폼 개설
- 디자인 시안 완료, 포스터 인쇄
- 청년기획단 준비모임
- 참가자 최종안내
- 공간 세팅 및 최종점검

캠프 당일 - 2017. 12. 12(화)~14(목) - 매일 활동종료 후 회고모임

사후
- 2017. 12. 22(금) 

- 2018. 2. 

- 캠프참가자 사후모임(연말파티)
- 기획단 최종평가회의
- 회고모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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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정표 

    3) 세부내용

    ※ 별첨1. 팀프로젝트 기획안 

활동명 키워드 강사 / 활동팀 주요내용

오프닝
<토크콘서트 ; 열아홉에게 

건네는 인사>

마음열기, 
기록,
공감

외부 연사
(30대)

20대를 맞이하는 청춘을 향한 공연과 
‘삶의 기록’과 관계있는 일을 하는 선배
들과의 토크콘서트.
캠프 전체 진행공유, 팀배정. 

술술프로젝트
<일상 기술, 인생 구술>

팀원들과 
마음열기,

경청
하자센터
스태프

일상을 풍요롭게하는 기술을 익히며, 삼
삼오오 자신의 10대를 구술하는 시간.
팀원들 간의 팀워크 빌딩.

팀프로젝트
<세상을 관찰하라>
<세상과 소통하라>

사회입문,
소통

프로젝트
팀그룹

청년들의 일, 주거, 여행을 키워드로 사
회적활동을 통해 마을과 소통하는 현장 
탐방. 

<텐트토크쇼 :
 밤에 온 손님>

사회입문,
소통

청년 멘토
(20대)

4명의 텐트에서 20대 중반의 청년길잡
이들을 만나 서로의 10대와 20대의 삶
을 나누는 시간 (참가자는 2개의 텐트 
참여)

<쇼하자>
<블레싱>

기록,  
활동공유,

공감

팀코칭스태프
팀주전선수
(참여청소년)

팀별 활동을 통한 배움과 경험을 나누
며 서로의 20대를 응원하는 시간.

구분
1일차 / 12일(화) 2일차 / 13일(수) 3일차 / 14일(목)

나의 10대를 기록하기 세상맛보기 우리의 20대를 응원하기

09:30-10:00 참가자 등록

10:00-12:00
오리엔테이션
<열 아홉에게 
건네는 인사>

팀프로젝트
<세상을 관찰하라>

쇼하자준비
<팀활동 리뷰>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5:00 술술프로젝트
<삶의 기술, 인생구술>

팀프로젝트
<세상과 소통하라>

활동발표
<쇼하자>

15:00-17:00

17:00-18:00 저녁식사
<비건파티>

18:00-21:00 텐트 토크쇼
<밤에 온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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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 청소년 
    1) 참가자 현황 (명단 생략)
    - 총 12개교 18명 참여 (23명 신청, 5명 불참)
    - 특성화고등학교 9명(50%), 특수목적고등학교 1명(6%), 인문계고등학교 6명(33%), 탈학교

청소년 2명(11%)
    - 남 6명(33%), 여 12명(66%)
    - 서울 12명(66%), 경기 인천 6명(33%),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참가자 없음.

  ◦ 결과물
   - 포스터 디자인 1건, 웹포스터 2건
    ※ 별첨2. 홍보물 이미지
   - 팀별 발표자료 3편
    ※ 별첨3. 쇼하자 팀별자료 
   - 영상결과물 1편
   - 웹버전 결과보고집 (2018년 1월 예정) 
   - 열아홉, 스프링캠프 facebook 통한 자료 공유와 지속적인 소통예정

4. 홍보 실적
   ◦ 언론보도 30건

매체명 제목 링크 날짜 게재
유형

DBC 동양방송·
미래일보

하자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http://www.hkmd.kr/ne
ws/article.html?no=7280 2017-12-08 기사

RNX 뉴스
청소년을 위한 전환기 진로 탐색 
프로젝트,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http://www.rnx.kr/news
/articleView.html?idxno
=53168

2017-12-08 기사

기업정책신문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cnpnews.kr/
news/articleView.html?i
dxno=342

2017-12-08 기사

뉴스에이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http://www.newsa.co.kr
/news/articleView.html?
idxno=158989

2017-12-08 기사

뉴스인서울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newsinseoul.
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00359

2017-12-08 기사

뉴스지닷컴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http://newsji.com/index
.cgi?action=detail&numb
er=27213&thread=07

2017-12-11 기사

뉴스피드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이
십대를 상상해보는 계기 마련 

http://www.newspeeddai
ly.com/bbs/board.php?b 2017-12-0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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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o_table=news3&wr_id=20
2

마이민트뉴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mimint.co.kr
/article/board_view.asp
?bbstype=S1N12&bidx=1
360533

2017-12-08 기사

마이클럽뉴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s://miclub.com/boa
rd/viewArticle.do?artiNo
=120301249

2017-12-08 기사

복지타임즈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bokjitimes.c
om/news/articleView.ht
ml?idxno=18542

2017-12-08 기사

소비자뉴스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sobijanews.com/
news/view.php?idx=4100
&sm=w_total&stx=%EC%
84%9C%EC%9A%B8%EC
%8B%9C%EB%A6%BD%E
C%B2%AD%EC%86%8C%
EB%85%84%EC%A7%81%
EC%97%85%EC%B2%B4
%ED%97%98%EC%84%B
C%ED%84%B0&stx2=&w_
section1=&sdate=&edate
=

2017-12-08 기사

시민교육저널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simin-edu.c
om/news/view.asp?idx=
5442&msection=3&ssecti
on=0&page=1

2017-12-08 기사

시사타임즈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http://timesisa.com/ne
ws/view.html?section=93
&category=96&no=18576

2017-12-08 기사

아이엠에스신문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koreanmade
.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2475

2017-12-08 기사

에듀데일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http://edudaily.co.kr/ne
ws/view.html?section=81
&category=123&no=1993
6

2017-12-08 기사

연합뉴스 하자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http://www.yonhapnews.
co.kr/bulletin/2017/12/
08/0200000000AKR20171
208045600848.HTML?inp
ut=1195m

2017-12-08 기사

유아뉴스 24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12
일~14 일 개최

http://www.uanews24.co
m/news/view.html?secti
on=1&category=125&no=
13194

2017-12-0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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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미디어 10건(2017년 12월 11일 현재)
    시사타임즈, 인터프로셀, 학부모뉴스24, 개인블로그 등
   ◦ 유스내비,  NPO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안교육연대 게시판 등
   ◦ 하자센터/영등포구 웹페이지, 하자센터/영등포구 페이스북 등
    ※ 별첨4. 홍보결과 

이슈와뉴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isnews.co.kr
/news/articleView.html?
idxno=201146

2017-12-08 기사

인터넷저널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14 일 개최

http://injournal.net/sub
_read.html?uid=72829 2017-12-09 기사

조은뉴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egn.kr/news
/articleView.html?idxno
=88574

2017-12-11 기사

코리아뉴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dhns.com/n
ews/articleView.html?idx
no=106030

2017-12-09 기사

키즈맘 청소년 위한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https://kizmom.hankyu
ng.com/news/view.html
?aid=201712119513o

2017-12-11 기사

파이에듀뉴스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pie-news.co
m/news/view?no=5331 2017-12-09 기사

학부모뉴스 24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http://www.sptnews24.c
om/news/articleView.ht
ml?idxno=41862

2017-12-08 기사

한국경제 청소년 위한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http://land.hankyung.co
m/news/app/newsview.p
hp?aid=201712119513o

2017-12-11 기사

한국교육일보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www.keilbo.com/
news/articleView.html?i
dxno=8260

2017-12-11 기사

한국뉴스통신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개최

http://www.newssun.kr/
news/articleView.html?i
dxno=24533

2017-12-08 기사

한국뉴스투데이 99 년생들의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http://www.koreanewsto
day.co.kr/news/articleVi
ew.html?idxno=52662

2017-12-08 기사

한류신문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hallyunews.net/b
bs/board.php?bo_table=
han_edu&wr_id=886

2017-12-10 기사

휴먼평화방송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열아홉,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 
12 일~14 일   개최

http://humantv.net/new
s_view.jsp?pg=0&ncd=72
5

2017-12-0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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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평가
 ◦ 총평 

- 사업목적 대비 성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전환기 청소년들이 대학진학과 관계없이 또래와 청소년기를 정리하
고, 현장탐방과 청년 멘토들과의 소통을 통해 성인이 되어 진입할 사회를 바로 읽고 시민
되기를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의미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시간과 공간의 한계
로 인해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후속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목표에 
접근해가기를 기대한다.
20대 청년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전환기 청소년과 만나는 캠프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가운
데, 자신의 청소년기를 성찰하고 사회적 지지망의 역할을 하는 청년멘토로서 보람있는 활동
으로 자평하였다. 
- 기획의도 및 콘셉트 
사회불평등 이슈에 집중하여 진행했던 전년도 기획보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과 일감을 만
나는 형식으로 기획되어 20~30대의 다양한 청년 멘토들의 초대와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하
루에도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청소년들이 ‘기록’이라
는 키워드를 통해 자신이 관찰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신청 동기를 살펴보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다’, ‘힐링을 하고 싶
다’, ‘어려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나의 10
대를 정리해보고 싶다’, ‘나만의 20대를 설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등으로 20대로의 진입
을 앞둔 전환기의 청소년들로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참가신
청서를 통해 참여청소년의 현재의 상태와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관심사는 ‘뭐하
고 살지?(노동)’, ‘어디서 살지?(주거)’, ‘어디로 떠나지?(여행)’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는데, 미
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에 응답이 집중되었다. 구체적인 응답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청소년층으로부터 캠프 주제를 직접 끌어내지는 못했으나, 전기청소년
들이나 타 캠프를 통해 접한 고등학생들과의 사전인터뷰를 통해 예측하였던 것들과 대동소
이했다.  

   ◦ 프로그램 별 평가 (생략)

<현재 상태>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진다 / 대학도 취업도 정해진 것이 없어 불안하다 / 갑자기 성인이 된다
니 막막하다 / 미래는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다를텐데 막연하게 느껴진다
<관심사> 
일/노동 : 앞으로 사회 나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 경제적 독립은 언제쯤 가능할까? /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으로 돈을 벌며 살게 될까? / 취업하기 위해 대학교에서 따야하는 자격증은 무엇
인지 알고 싶다 / 하고 싶은 일은 있으나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고민된다 
주거 : 소통이 쉬운 동네에서 살고 싶다
여행/여가 :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 / 전 세계 배낭여행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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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 
- 일정 및 공간 활용
3일간은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나, 불안감
이나 무기력함으로 보내기 쉬운 학업공백기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사회를 맛보는 시간으로는 적당하였다. 3일간의 활동은 하자센터 내와 현장탐방으
로 적절히 나누어 진행되었다. 현장탐방이 혹한기에 당일 6시간 내에 진행되어야했기 때문
에 팀프로젝트를 기획 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현장에 접근하도록 구성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통한 브리핑을 기반으로 팀별 청소년 
6~7명으로 소규모로 구성되어 기동력 있게 이동할 수 있었다.  참여인원이 적어 999클럽이
나 하하허허홀 등의 다목적 공간이 아닌 청소년카페 <그냥>를 베이스캠프로 두고 오프닝과 
크로징을 진행하였다. 캠프 진행기간 동안에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캠프 이후
에도 방문하여 친구들이나 코칭스태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영등포구의 예산으로 20대 청년들이 사회적 일감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경험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의미있는 사례가 되었다. (8명 중 6명은 비진학 청년)
- 식사 및 간식
하자센터에서 진행한 세 번의 식사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소풍가는 고양이, 오가니제
이션 요리, 비건크루즈(너티즈)를 통해 준비되었고 대체로 좋은 평을 받았다. 참가신청서에 
음식 알레르기와 채식여부를 조사하여 식사와 간식 준비에 반영하였다. 팀별 자유시간이 많
이 주어져 이 시간에 다양한 간식거리가 제공되었으며, 카페<그냥>에서 자율적으로 준비해 
먹을 수 있도록 다과를 준비하였다. 
- 온라인공간    
전년도에 ‘온라인 공간’이 중요하였으나, 올해에는 캠프기간 중 온라인공간을 적극 활용하
지 않았다. SNS 단체대화창을 통해서 사진이나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청
소년 프로그램으로의 초대를 이어가고 있다. 
- 예산운영 (세부사항 생략)

◦ 홍보
- 타프로그램 참여경험자 홍보
올해 캠프 참가자들의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분포가 50%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에 하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경험자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
한 공문발송을 진행하였으나, 숙박형이 아닌 통학형 캠프이기 때문에 통학이 가능한 서울/
경기/인천 지역 참가자들로 구성되었다. 
- 학교공문 전달경로 변경
전년도에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냈으나, 올해에는 교육청을 통한 공
문전달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있어 학교로 직접공문을 발송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로의 공문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타 캠프를 통해 구성
된 진로담당교사 명단을 기반으로 협조 이메일로 홍보하여 이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 사전보도 및 예측불가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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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와 하자센터의 사전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언론보도는 30건이상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학부모와 교사들의 문의는 있었으나 참가신청서 접수는 문의에 미치지 못하였다. 포항
지진으로 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어, 성적표 발행이 캠프 시작일로 변경되어 캠프기
간 전 주 참가신청율이 현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 참가자 참여도 및 만족도
- 참가자 출석현황
23명 신청자 중 18명 참석으로 78%의 참석율을 보였다. 둘째날에는 18명 중 2명은 감기
로, 1명은 면접으로 불참거나 조퇴하였고, 셋째날은 첫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였다.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참가동기, 총평, 일/진로 관련 관심, 청소년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등으로 21개 항목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총 15건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참가동기는 부모님이나 친구, 교사
들로부터의 추천이 대부분이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앞도
적이었으며, 진로탐색을 위해 참여했다는 응답은 2건에 불과했다. 
팀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 9건, 그렇다 5건으로 93%가 긍정적인 평가를 나
타냈고, 참여 팀별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중복응답을 받은 총평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통과 협력의 경험’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이 유의미하게 포착되었
다.

<술술프로젝트 : 일상기술, 인생구술>
좋았던 점 : 색다른 경험 / 작업중에 자기고민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었음 / 재미있었음 / 취지
가 좋았음 / 새로운 시도, 톱질과 드릴을 처음 사용해 보았음 / 직접적인 경험 / 관심이 없던 
것에 관심을 갖게 됨 
아쉬운 점 :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에는 시간 부족 / 관심사에 따라 팀을 선택할 수 있었
으면 함 /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싶었음 /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아쉬웠음

<텐트토크쇼 : 밤에 온 손님>
좋았던 점 : 궁금한 것을 문답할 수 있었음 / 오붓한 분위기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었
음 / 소통하기 좋은 규모였음 / 속깊은 대화가 가능했음 / 다양한 인생경험 공유 / 새로운 친구
들과 대화가 즐거웠음 / 자신의 생각 수정할 기회되었고 자존감 향상됨 / 고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갖게 됨
아쉬운 점 : 더 많은 청년멘토들로 기획되었으면 함 / 멘토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한 텐트도 
있었음 / 텐트에 앉아있을 때 힘들었음 / 멘토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했음 / 모든 멘토를 만나
지 못함 점 / 시간이 짧았음
공간 분위기 : 따뜻한 분위기 / 새로운 음식체험이 인상적(비건) / 아늑하고 편안함 / 집중 잘됨

<총평> (중복응답, 총 34건)
일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 6건 (18%)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통과 협력의 경험 13건 (38%)
성취감과 자신감의 상승 0건 (0%)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교류 4건 (12%)
멘토와의 만남과 대화 8건 (24%)
처음으로 접해본 일과 직업세계 3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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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대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의 문항에는 ‘수고했다’, ‘걱정은 그만!’, ‘꿈을 잊지 
말고 가자!’, ‘항상 행복할거야’ 등 희망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3일간의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었지만, 캠프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보다 희망적인 기대감이 강화되었
다고 분석된다.

 
   ◦ 미흡점과 향후계획 

- 수능일정을 고려해야 하고 연내 사업정산과 결과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년 참가자 
모집과 사업실행에 어려움이 많다. 차년도 2월까지 다회차로 기획하거나 후속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면 한다.

- 청년기획단 선발과 워크숍이 좀 더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청소년의 관심과 요구에 더욱 
가깝게 기획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 사업을 평가하고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차년도에 기획된다면 수학능력시험 이후 
2주 이내인 11월내에 추진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향후계획: 2018년 1월에 회고모임을 통해 스무살을 맞이한 느낌을 나누고, <청년키워드
로 본 서울맵핑(가)> 워크숍을 진행할 것이고, 이 활동을 기반으로 2월부터 자율적인 후
속활동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청소년 동아리 신청 또는 청소
년프로그램 기획단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5월 성년식에 초대하는 등 지속적인 연계지점
을 모색할 것이다.

6.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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