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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화교육기업  청심

진정한 의미의 변화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는 일입니다.

혁신에 강한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체험교육기관의 장으로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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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글로벌 문화체험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전문 청소년 수련시설 

국제테마

Global Familiy Eco Service

가족테마 환경테마 봉사테마

Introduction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 심신수련활동을 통한 하나된 인간상 확립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의식배양,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성에 대한 체험과 올바른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제, 가족, 환경, 봉사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글로벌 공감대

문화형성 프로그램

(글로벌캠프, 세계문화체험)

개인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프로그램

(성교육, 가족놀이)

나누는 삶에 대한 프로그램

(환경봉사, 장애체험)

자연생태를 통해

생명존중을 배우는 프로그램

(숲쿨캠프, 챌린지 및 수상활동)

명 칭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종 류 청소년 수련원

대 표 임학운

등록번호 가평 제2005-5호

개 관 일  2005년 5월 22일

숙박정원 632명(초등학생 758명, 중학생 695명)

소 재 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595번지(도로명주소)

연 락 처  T. 031-589-1700 / F. 031-559-1745

홈페이지 www.ciyc.co.kr

보험관계 LIG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참 고 1분거리에 청심국제병원 위치



실내체육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공동체 놀이를 하는 공간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

※ 대형 LED : 10.5m x 4.3m 

Gymnasium | 室内体育館 | 1F
1500명  1170㎡  39m x 30m



CEO회의실 / CEO Conference Room
CEO 会議室  / 4F

미래교육실 / Education room
未来教育室 / 3F

강의실 1~3 / Classroom 1~3
講義室１～３ / 4F

미래모임방 / Seminar room
セミナー室 / 3F

강의실 4~7 / Classroom 4~7
講義室４～７ / 4F

비전관 / Vision Room
ビジョン館 / 4F

풍요로운 사고와 지식을 위한 공간은 최적의 장비와 시설이 주는 아이디어의

산실이며, 이는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만의 축적된 경험에서 나옵니다.

Smart한 맞춤 교육을 위한 미디어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공간 구성은 국내외

글로벌 인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미래 문화 교류의 장입니다.  

Smart 시대를 선두하는
글로벌 인재들을 위한 정보 교육, 나눔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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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장비와 시설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과 발현이 이루어 지는 곳

* 모든 강의장 무선인터넷 시설 완비

Facilities



국제회의장* Convention hall | 国際会議場 | 1F
300명  270㎡  15m x 18m

국제회의, 워크숍, 세미나 진행 시 전체모임의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 정보 교류의 공간  

※ 대형 LED : 8.6m x 3.4m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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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방 1~3 / lecture Room 1~3
講義室 1~3 / 2F

나눔방 / Sharing Room
分かち合いの部屋 / 2F

동방의 방 / Traditional clothing room
伝統衣装展示室 / 3F

겨례의 방 / Traditional ceremony room
生涯儀礼展示室 / 3F

성문화센터 / Life education room
ピュアラブセンター / 2F

예의의 방 / Traditional propriety room
伝統礼節室 / 3F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만의 차별화된 교육, 체험 공간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의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배우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참된 청소년 문화교육을 체험하는 곳 입니다.

글로벌 문화체험과 공동체활동을 통한
참된 인성교육, 올바른 청소년문화 만들기 

창의적 체험교육 공간을 통해 
맞춤식 문화교육의 가치함양



오디토리움 *
돔형의 강당으로 각종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는 장소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세팅이 자유롭고 바닥에도 

앉을 수 있는 다용도 활용공간

Auditorium | オディトリウム  | 1F
200명  346㎡  지름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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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의 빛이 아닌 자연의 밝은 빛으로 가득한 실내가 아늑합니다.

나눔 마당의 천장은 자연 채광형 구조로 숙소 전체가 자연채광으로 

설계되어 한층 포근함을 더해줍니다.

수련생들의 휴식공간 구  분 내  용 보유실수

VIP실 2인실 4

청아실 4인실 52

캠프실 1 8인실 41

캠프실 2 10인실 3

캠프실 3 13인실 3

캠프실 4 20인실 2

VIP실  |  VIP room  |  VIPルーム

캠프실  |  Camp room  |  キャンプ室

숙소 전경  |  宿所全景

청아실  |  Cheong-A room  |  チョンア室



※ 대형 LED : 4.8m x 2.1m  

큰모둠방* Multipurpose Room |  大講義室 | 2F 
180명  264㎡  22m x 12m



어울마당

배움마당 나눔마당

글로벌 컨텐츠, 체험교육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 

시설안내

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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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총 수 수용기준 보유실수 비 고

연회장 오디토리움 /  Auditorium / オディトリウム 1F 160명 1실 346㎡   지름 21m

체육관 실내체육관 / Gymnasium / 室内体育館 1F 1500명 1실 1170㎡  39m×30m

강의실

국제회의장 / Convention hall / 國際会議場 1F 300명 1실 270㎡   15m×18m

큰모둠방 /  Multipurpose room / 大講義室 2F 180명 1실 264㎡   22m×12m

모둠방 1~3 / Lecture Room1~3 / 講義室 1~3 2F 50명 3실 108㎡   12m×9m

나눔방 / Sharing Room / 分かち合いの部屋 2F 50명    1실    108㎡   12m x 9m

미래정보방 / IT Room / 未来情報室 3F 50명 1실 108㎡   12m×9m

미래모임방1, 2 / Seminar room1, 2 / セミナー室1, 2 3F 25명 2실 54㎡     6m×9m

미래교육실 / Education room / 未来教育室 3F 100명 1실 180㎡   15m×12m

비전관 / Vision room / ビジョン館 4F 80명 1실 252㎡   12m×21m

CEO회의실 / CEO conference room / CEO会議室 4F 40명 1실 108㎡   12m×9m

강의실1~7 / Classroom1~7 / 講義室１～7 4F 20명 7실 54㎡     6m×9m

아자아자운동실/ Exercise room / エクササイズルーム B1F 80명 1실 336㎡   12m×24m

아리랑풍물실 / Traditional music room / 伝統音楽室 B1F 40명 1실 162㎡   9m×18m

A-yo 댄스실 / Dancing room / ダンスルーム B1F 40명 1실 135㎡   9m×15m

오디토리움

비전관, CEO회의실, 강의장1-7
하늘정원, 재단사무실

미래교육실, 미래모임방1-2, 미래정보방
누리공방, 예의의방, 바리스타아카데미

큰모둠방, 모둠방1-3, 나눔방, 소모둠방1
성문화센터, 가족상담실, 지도자실

큰모임터, 글로벌룸, 암벽장, 인포메이션

아자아자운동실, 댄스실, 풍물실

객실 4F

객실, 매점 3F

객실, 가족먹거리터 2F

식당, 보건실, 사무실 1F

세탁실, 노래방 B1

오디토리움

어울마당
(실내체육관)

배움마당
(국제회의장, 강의장)

나눔마당
(숙소동,식당)

VIEW
푸른 체험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문화체험교육, 인성교육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뛰고, 듣고, 

느끼는 교육의 장 입니다.

● ● ● 

예의의 방
Traditional propriety room
伝統礼節室  / 3F  

■아자아자운동실

Exercise Room  |  アジャアジャ運動室
B1F   80명   336㎡   12m x 24m

■누리공방

Craft room  |  クラフトルーム 
3F   40명   108㎡   12m x 9m

■아리랑풍물실

Traditional Music Room  |  伝統音楽室
B1F   40명   162㎡   9m x 18m

■A-yo 댄스실

Dancing Room  |  ダンスルーム
B1F   40명   135㎡   9m x 15m

■실내암벽장

Dancing Room  |  ダンスルーム
1F   40명   135㎡   9m x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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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연권 최고의 조망권을 가진 북카페

‘하늘정원’에서 편안한 차한잔의 여유와 

간단한 디저트, 문화생활을 즐기세요. 

Tel  031) 589-1743

바리스타 2급 자격증과 청소년 및 

교사대상으로 하는 바리스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el  031) 589-1717

북카페 ‘하늘정원’  
Book Cafe / ブックカフェ / 4F  

바리스타 아카데미  
Barista Academy / バリスタアカデミー / 3F  



■워터폰드■워터스토리 전경 ■교육실 ■인터렉티브 스크린 ■워터포그 존

워터스토리는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닌 

문화, 교육, 놀이, 전시, 휴식 등 살아있는 

상호작용의 오감을 통해 배우는 

복합문화교육공간입니다. 

● ● ● 

워터스토리
Water Story
ウォーター・ストーリー



16
1̄7

Outdoor Activities &
Adventure
일상의 답답함을 벗고 자연이 연출하는 모험으로 떠나 보십시오.

드넓은 하늘을 마음에 담고 푸른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는 짜릿함 속에 

어느새 가슴에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수상 레프팅, 국궁, 야외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수상레프팅



참여한Day (1일차) 함께한Day (2일차) 기억한Day (3일차)

06:00

청심국제
청소년수련원으로~

반갑다, 청심!!
도착 및 인솔

기상 및 체조 기상 및 숙소정리
07:00

08:00 맛있는 아침 맛있는 아침

09:00
강의장으로 이동!!!~~ 숙소정돈 / 짐정리

활동 Ⅲ <도전하GO> 활동 Ⅵ <다짐하GO>

10:00 가자!!
자연으로~

미션O.L
전통국궁
자연공작

가자
워터월드~

수상활동
안전교육
팀레프팅
수상미션

뇌력UP, I Like 善Full,
꿈을 찾아서 中 

택1

11:00
여는마당

(수련활동규칙설명 / 
우리의다짐 / 기초생활안내 

/ 예절교육)

특별한 이야기(영상시청 

후 선생님 정리 말씀)

맺는 마당(설문지 작성,

소지품분출, 분실물찾기)
12:00

든든한 점심 든든한 점심 든든한 점심

13:00

안전교육
(소방교육, 수련활동, 위생)

활동 IV 

집으로...!

14:00

가자 워터
월드~

수상활동
안전교육
팀레프팅
수상미션 

활동 IV 

숙소배정
(숙소정리, 방문패)

가자!!
자연으로~

미션O.L
전통국궁
자연공작

15:00
활동 I <협동하GO>

16:00
우리반이 최고!!

Go to the World~
스페인, 나이지리아, 스웨덴,
피지, 칠레 등 놀이문화체험

(우천시 명랑운동회)

17:00

18:00
샤워 및 휴식 

저녁먹거리
(복수학단 진행시 19:30까지 식사시간 연장)19:00

20:00
활동 Ⅱ <체험하GO> 활동 Ⅴ <어울리GO>

내가 선택해요!!
글로벌매너, 글로벌문화, 공예

암벽, 응원댄스, 리권, 응급처치,
두드리, 도미노, 표현마임 등

총인원에 맞게 선택

신나는 우리들의 밤!!
-장기자랑 / 문화발표-21:00

22:00
점 검 준 비 (세면, 청소)

사랑의 점검 (점호 교육)

일정

시간 

※ 기상상태변화, 인원규모 및 중복단체가 있는 등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요일 입소팀은 수요일 점심식사가 12시 40분부터 가능합니다.

Elementary  School  Camp  Schedule
초등부 학년수련 (2박3일)

준비하는 날(1일차) 다짐하는 날(2일차)

06:00

출발!!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으로...

기상 및 인원파악
07:00

08:00 숙소 정리 및 아침식사
 (개인 소지품 정리)

09:00
 유형별 선택 프로그램

10:00 과제해결 PART 1 과제해결 PART 2

11:00 POST 미션해결 의사소통 마음알기

퇴 소 식

12:00 점 심 식 사
도착 및 입소식

13:00
점 심 식 사

(12:30~13:30)

14:00 생활안내 / 숙소배정

15:00
11월~4월 5월~10월 

선택1
소통의 리더십

(회의진행법)

수상 
레프팅

수상 안전 교
육

장비지급,
 팀 레프팅

수상미션 해결

16:00

17:00
선택2

창의적 과제해결
(미션오리엔티어링)

18:00
샤워 및 휴식

저 녁 식 사

19:00
 유형별 선택 프로그램

20:00
열정 리더십 액션 리더십 창의 리더십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액션
기네스

(야간산행)

의사소통
마음알기

21:00

사랑의 검열 후 취침
22:00

우천시 프로그램 : 미션도미노, 한마음 공동체 활동

일정

시간 

Elementary  School  Camp Schedule
초등부 임원수련 (1박2일)

준비하는 날 (1일차) 다짐하는 날 (2일차)

06:00

출발!!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으로...

기상 및 인원파악
07:00

08:00 숙소 정리 및 아침식사
 (개인 소지품 정리)

09:00
 유형별 선택 프로그램 中 택1

10:00 PART 1 전략리더십 (의사소통 관점의 전환)

11:00

PART 2 팀워크 리더십 (타임  서바이벌)

PART 3 셀프 리더십 (진로,DISC 검사)

퇴 소 식

12:00 점 심 식 사도착 및 입소식

13:00
점 심 식 사

(12:30~13:30)

14:00 생활안내 / 숙소배정

15:00
11월~4월 5월~10월 

선택1
소통의 리더십

(회의진행법)

수상 
레프팅

수상 안전 교육
장비지급,
 팀 레프팅

수상미션 해결

16:00

17:00
선택2

창의적 과제해결
(미션오리엔티어링)

18:00
샤워 및 휴식

저 녁 식 사

19:00  유형별 선택 프로그램

20:00 전력 리더십 팀워크 리더십 솔루션 리더십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스킬

타    임
서바이벌

야간
미션
산행21:00

사랑의 검열 후 취침
22:00

우천시 프로그램 : 미션도미노, 한마음 공동체 활동

일정

시간 

Middle & High School  Camp Schedule
중고등부 임원수련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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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Begining (1일차) Running (2일차) Taking (3일차)

06:00

Let’s Go
Cheongshim !!

Intro~도착 및 인솔

기상 및 체조 기상 및 숙소정리
07:00

08:00 아침먹거리 아침먹거리

09:00
강의장으로 이동!!!~~ 숙소정돈 / 짐정리

ActⅢ <CHALLENGE> Act Ⅵ <FEEL>

10:00 도전!!
아웃바운드

미션O.L
전통국궁
자연공작

IBS
수상훈련

수상활동
안전교육
팀레프팅
수상미션

Volunteer, Creative 
Idea

Holland 中 택1

11:00 OPENING
(수련활동규칙설명 / 우리의다
짐 / 기초생활안내 / 예절교육)

Special Story(영상시청 

후 선생님 정리 말씀)

CLOSING (설문지 작성, 

소지품분출, 분실물찾기)12:00

점심먹거리 점심먹거리 점심먹거리
13:00

SAFETY TIME
(소방교육, 수련활동, 위생)

Act IV

14:00

IBS
수상훈련

수상활동
안전교육
팀레프팅
수상미션

Act IV

ROOM MEETING
(숙소정리, 방문패)

도전!!
아웃바운드

미션O.L
전통국궁
자연공작

15:00
Act I <TEAMWORK>

16:00 반별 공동체 활동
라인업, 단체줄넘기, 볼바운딩
미션탑쌓기, 화산지대, 거미망,

슈팅볼, 순간이동 등
(우천시 명랑운동회)

17:00

18:00
청아단 선출 샤워 및 공연준비

저녁먹거리
(복수학단 진행시 19:30까지 식사시간 연장)19:00

20:00
 Act Ⅱ <CHOICE> Act Ⅴ <ENJOY>

반별 선택활동
스트릿댄스, 바리스타, 마사지, 
글로벌매너, 글로벌문화, 공예,
암벽, 리권, CPR, 두드리, 마임

총인원에 맞게 선택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 문화발표-21:00

22:00
점 검 준 비 (세면, 청소)

사랑의 점검 (점호 교육)

일정

시간 

Middle & High School  Camp Schedule
중고등부 학년수련 (2박3일)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어떻게 관리되나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내 보건실 운영

● 보건실 내 산소호흡기, 들 것, 부목, 휠체어, 

목발 등 응급상황 대비 물품 구비

● 응급환자 발생시 차량 3분(1.5km) 

청심국제병원 후송

활동장소는 걱정하지 마세요!

● 2008년, 2011년, 2014년 3회 연속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 평가

● 수련활동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 가입

● CCTV설치 및 관리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와 도난사고 예방)

안전 특화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 학생 안전교육 별도 운영(입소 및 프로그램 시)

● 연 2회 이상 직원대상 소방훈련 및 매뉴얼 숙지

●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직원이 야간 안전관리

● 학생들의 인권존중을 위한 음주/니코틴측정기, 

금속탐지기를 활용



본부장, 
교육연수팀 팀장

지윤학
Ji Yoon Hak

● 청소년지도사 2급
● 마케팅 관리사, 국내여행 안내사

안전교육 박형환
Park Hyoung Hwan

● 청소년지도사 2급
● 스포츠마사지 및 발 마사지 1급
● 운동처방사 및 헬스트레이너

봉사, 진로 류미나
Ryu Mi Na

● 청소년지도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  
● 평생교육사 2급

● 진로코칭
● 응급처치
● 바리스타
● 국내여행안내사

글로벌 문화체험 다니무라 히사코
Hisako Tanimura

● 청소년지도사 2급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 레크레이션 1급
● MBTI 일반강사

레크, 공예 오성공
OH Sung Gong

● 청소년지도사 3급
● 응급처치원
● 캘리석고지도사 1급
● 레크리에이션 1급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플로머클레이 3급
● 자연체험지도사 2급

수상, 공동체 정기준
Joung Ki Jun

● 수상인명자격증
● 광주본부 교육부장
● 대한인명구조협회 교육부장

● 경기도 수상스키협회 이사
● 대한중넘기총연맹 이사
● 대한수상스키협회 심판
● 동력수상레저 조정면허 시험관

글로벌 문화체험 키쿠야 타다노부
Kikuya Tadanobu

● 전 일본 태권도 국가대표, 태권도 5단 
● 미술상담치료사 1급 

● 수상인명구조자격
● 레프팅가이드

국궁, 레크 노동현
Roh Dong Hyun

● 국궁지도사 3급
● 레크리에이션 1급
● 리더십 1급
● 진로코칭 2급

● 웃음치료사 1급
● 인명구조자격
● 레프팅가이드

도미노, 공동체 안효정
Ahn Hyo Jeong

● 청소년지도자 직무보수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평생교육사 2급

● 진로코칭지도사 2급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2급
● 응급처치원
● 상담심리지도사 1급

두드리, 모둠북, 국궁 류상수
Ryu Sang Su

● 청소년지도사 2급
● 국궁지도사 3급

● 레크리에이션 1급

봉사 정유진
Jeong Yu Jin

● 청소년지도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
● 바리스타
● 미술심리상담사 2급

● 스포츠스태킹
● 레크리에이션 1급
● 진로코칭 2급
● 심리상담사 2급

레크레이션,
명랑운동회

조중훈
Cho Joong Hun 

● 레크레이션 학과 전공
● 레크리에이션 1급

● 응급처치강사 
● CS강사

공예, 공동체 배미란
Bae mi ran

● 청소년지도사 3급
● 평생교육사 2급
● 리크리에이션 1급
● 미술심리치료사 2급

● 심폐소생술
● 인성지도사 2급
● 진로코칭지도사 2급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2급
●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수상, 공동체 김흥규
Kim heung gyu

● 스킨스쿠버 어드밴스

암벽, 공동체 전샛별
Jeon Saes Byeol

● 청소년지도사 2급 

공동체 채충민
Chae choong Min

● 청소년지도학 전공

워터스토리,
자연체험

김원준
Kim won jun

● 청소년지도사 2급 
● Nature & Art Craft 지도자과정 
● 숲연구소 생태아카데미 전문가과정 수료

● 바른몸운동지도자 과정 수료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1급 
● 레프팅가이드 인스트렉터
● 레크리에이션 1급

바리스타 송은영
Song en Young

● 청소년지도사 2급 
● 바리스타 1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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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PG 성명 자격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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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PG 성명 자격 및 경력사항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U·P (Unique Planner)는 청소년    
지도사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고객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특한 
글로벌 문화체험교육 컨텐츠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심국제
청소년수련원만의 인재브랜드입니다.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U·P (Unique Planner)는 
창의적인 체험교육 컨텐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전사업팀 팀장 오택교
Oh Taeg Kyo

TEL : 031-589-1781
E-mail : ohrora@cheongshim

학교, 기업 마케팅 최형관
Choi hyoung Gwan

TEL : 031-589-1715
E-mail : nalza7ch@cheongshim.com

학교, 기업 마케팅 이선호
Lee Sun Ho

TEL : 031-589-1768
E-mail : boomssun@cheongshim.com

학교, 기업 마케팅 노용욱
Roh Yong Wook

TEL : 031-589-1722
E-mail : archira@cheongshim.com

학교, 기업 마케팅 강현욱
Kang Hyun Wook

TEL : 031-598-1762
E-mail : ghw0202@hanmail.net

학교수련 기업연수
프로그램 기획, 진행 

최용대
Choi Yong Dae

TEL : 031-589-1732
E-mail : gop12523@cheongshim.com

영양사 김현아
Kim Hyun a

TEL :  031-589-1753
E-mail : kha920308@cheongshim.com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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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PG 성명 자격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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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전문 영양사와 함께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합니다.
아침은 부담없는 음식을 제공하며, 점심은 오후 활동을 위하여 든든한 음식을 제공하고, 저녁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Leader Profile
& Menu

2박 3일 / 1식 5찬 & 후식
구 분 든든한 아침밥 행복한 점심밥 건강한 저녁밥

1일차

백미밥
얼큰 우육개장
훈제오리샐러드

칼슘옥수수떡맛탕
달래나물마침
땅콩콩조림
석박지, 후식

발아흑미밥
구수한 버섯모듬매운탕

궁중한방돈갈비찜
커리볼생선까스&파인탈탈

비타민발사믹샐러드
세멸치볶음

배추김치, 후식

2일차

발아현미밥
쫄깃 조랑이떡국

남도떡갈비
두부버섯오리엔탈샐러드
우엉아몬드조림, 석박지

김구이, 후식

영양잡곡밥
깔끔한 쇠고기무국

우불낙지볶음
클로렐라 김말이

얼갈이 나물, 무말랭이 무침
백김치, 후식

자색고구마밥
브로컬리스프&크루통

알떡함박스테이크
야채오븐구이

망고그린샐러드&요거드레싱
단호박견과류범벅
배추김치, 후식

3일차

차수수밥
든든한 쇠고기미역국
고등어유자청구이

비엔나 파프리카볶음
열무된장무침, 배추김치

김구이, 후식

모듬콩밥
개운한 나가사키짬뽕탕

꿔바로우탕수육
물만두찜, 상추 겉절이

짜사이채 무침
깍두기, 후식

건강한 식단

1박2일 / 1식 5찬 & 후식
구 분 든든한 아침밥 행복한 점심밥 건강한 저녁밥

1일차

백미밥
얼큰 우육개장
훈제오리샐러드

칼슘옥수수떡맛탕
달래나물마침
땅콩콩조림
석박지, 후식

발아흑미밥
구수한 버섯모듬매운탕

궁중한방돈갈비찜
커리볼생선까스&파인탈탈

비타민발사믹샐러드
세멸치볶음

배추김치, 후식

2일차

발아현미밥
쫄깃 조랑이떡국

남도떡갈비
두부버섯오리엔탈샐러드

우엉아몬드조림
석박지, 김구이

후식

영양잡곡밥
깔끔한 쇠고기무국

우불낙지볶음
클로렐라 김말이

얼갈이 나물
무말랭이 무침
백김치, 후식

건강한 식단

•식단은 식자재 수급현황과 단체예약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식단표는 매끼 800~1000Kcal 이며 초/중/고 대상자에 따라 적합한 식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_ 노래방   Karaoke room / カラオケ  B1F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악공간

1_ 북카페‘하늘정원’ Book Cafe / ブックカフェ  4F
자연권 최고의 조망권을 가진 북카페  이용시간  09:30~22:00  /  Tel : 031) 589-1743                

2_ 하늘정원 테이크아웃점   Take-out café / テイクアウトカフェ  1F

3_ 편의점   Convenience Store / コンビニ  숙소동 3F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간식거리  이용시간  07:00~22:00

4_ 가족먹거리터   Family Kitchen room / 家族調理室  2F
가족 및 동료와 함께하는 조리공간  이용시간  08:00~24:00

5_ 포켓실과 탁구대   Billiard room / ビリヤード室  B1F
친구 및 동료와 함께하는 실내 스포츠

1 2 3 4 5 6



Infra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아레나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인근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의 8배,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2배 규모, 25,000명을 동시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실내 아레나 형태의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과 콘서트, 실내외 문화체험교육, 포스트미션활동, 안전교육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 좌석수 18,000석, 최대 25,000명 

  수용 가능

● 규모 지하 3층, 지상 4층(건축물 기준)

청심평화월드센터 

Cheongshim
Peace World Center

1. 미디어쇼

월드센터 최첨단 조명, 음향, 

영상 장비를 활용한 화려한 

시스템 쇼 체험

2. 아트 투어

월드센터 곳곳에 마련된 

유명 예술 작품 관람 

프로그램

3. 안전교육

대형 실내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안전 및 

비상시 대피 교육

4. 야생화 생태 체험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야생화 체험을 통한 

자연 생태계보호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

장소 월드센터 메인플로어

프로그램 음향, 조명, 영상 시스템쇼 관람

가용인원 40 ~ 200명

진행시간 10 ~ 15분

장소 월드센터 1층, 2층 로비

프로그램 예술 작품 관람 및 해설 강의

가용인원 20 ~ 40명

진행시간 30분

기대효과 예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 향상

장소 월드센터 메인플로어

프로그램 일상 생활 안전 및 응급구조 교육 / 비상시 대피 교육

가용인원 40 ~ 200명

진행시간 30분 ~ 1시간

기대효과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생활 안전의 중요성 내재화

장소 월드센터 야생화 공원

프로그램 야생화 관람 및 생태 강의

가용인원 20 ~ 40명

진행시간 30분

기대효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가치 함양



한 층 더 편리해진 교통으로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이용 (20분 소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1시간 20분 소요)

강일IC-> 설악IC ->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문의전화  T. 031-589-1700, 1740 / F. 031-589-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