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TEL. 054-930-6883~5  FAX. 054-931-3630 

구 분 시설안내

1 층
플레이그라운드, 다목적강당, 플레이룸 무비룸, 

드림스타트·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2 층
동아리실, 밴드실, 노래연습실, 오락실, 탁구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 층 youth study cafe,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부 농구장, 배드민턴장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안내

스터디카페

플레이그라운드

무비룸

다목적강당

풀레이룸 동아리실

밴드실 노래연습실

농구장·배드민턴장오락실

성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캐슬타운

대명식당 공용주차장

황제삼계탕

코리아관광 성산교

성주국민
체육센터

성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성주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주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습지원, 체험활동, 학습프로그램, 상담, 생활

지원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이용안내

운영대상

운영시간

참 가 비

접수방법

문의전화

성주군 관내 초등 4학년~ 중등3학년(30명)

평일 16시~20시

전액무료 (단,교재비는 본인부담)

전화접수 → 방문상담 → 입학심의 → 참여(연중모집)

☎ 054-930-6897~8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동아리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육성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      상

비      용

이용시간

휴      관

문의전화

성주군 관내 청소년(만9세-만24세)

모든 시설 사용 무료

3월~10월�평일 10:00~21:00 

토·일요일 10:00~20:00

11월~2월�평일 10:00~20:00 

토·일요일 10:00~18:00

설·추석 연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월요일

☎ 054) 930-6883~5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자치활동

청소년동아리(상시모집)

토요프로그램, 체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주군드림스타트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성주군이 직영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하여 상담, 심리검사, 

교육 및 특강, 찾아가는 상담(청소년동반자), 청소년안정망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 화 상 담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연중무휴)

개 인 상 담     9세~24세 청소년 및 학부모 1:1상담(비밀보장)

                      월요일 ~ 금요일 [09시 ~ 18시]

                      야간 및 주말상담: 문의 후 사전 예약 

집 단 상 담     진로탐색, 의사소통, 솔리언또래상담,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집단상담 등

심 리 검 사    성격유형검사(MBTI), 진로탐색검사, 

                       학습유형검사 등

교           육     학교폭력예방, 생명존중, 부모교육 

                      상담자원봉사자 양성 등

문의 및 신청     054)931~1397~8

F A X     054)931-139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안내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이용안내

성주군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언제나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업대상

0세~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기초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사업내용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을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 제공

선정방법

가정방문을 통해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활용하여 위기개입 / 집중사례관리 / 일반사례관리 아동을 선정

※ 수준별로 대상 아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문의전화  ☎ 054-930-68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