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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현황
(2022.01. 현재)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청소년단체

소관부처
(소관법령)

여성가족부
(민법 제32조)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청소년적십자
(대한적십자사조직법)
행정안전부
대한안전연합
(민법 제32조)
여성가족부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민법 제32조)
여성가족부
삼동청소년회
(민법 제32조)
여성가족부
성산청소년효재단
(민법 제32조)
세계도덕재무장
여성가족부
(MRA/IC)한국본부
(민법 제32조)
외교부
세계화교육문화재단
(민법 제32조)
산림청
한국숲사랑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
청소년단
법률 제16조)
파라미타청소년
여성가족부
연합회
(민법 제32조)
소방청
한국119청소년단
(소방기본법 17조의6)
농촌진흥청
한국4-H본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YMCA전국연맹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YWCA연합회
(민법 제32조)
여성가족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로타리
여성가족부
청소년연합
(민법 제32조)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
특허청
발명영재단
(민법 제32조)
한국청소년
여성가족부
봉사단연맹
(민법 제32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항공우주
산업통상자원부
소년단
(민법 제32조)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흥사단
(민법 제32조)
기독교청소년협회

전화번호
(팩스번호)
063-241-1091
(063-271-7040)
02-3705-3705
(02-3705-3777)
062-222-0841
(062-382-0912)
043-221-2918
(043-221-2919)
063-834-0676
063-834-0677
032-438-4293
(032-421-4783)
02-2662-7360
(02-2662-7361)
02-312-3550
(02-392-3560)

홈페이지

지역조직 소재지

www.cya21.org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광주, 울산

rcy.redcross.or.kr

전국 17개 시 도

www.kshu.or.kr

전국 17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북, 충남, 대전, 경북,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www.삼동청소년회.kr
강원, 충청, 전라, 광주, 경상, 제주

www.chunghyo.or.kr

www.sungsan1318.
서울, 세종, 대전, 하남, 서산, 전주
or.kr

www.mrakorea.or.kr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북, 충남, 전북

www.globaleducatio
서울, 경기, 충북, 충남, 대전, 제주
n.or.kr

02-968-0868 www.greenranger.or.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02-968-0818)
kr
02-723-6165
(02-723-6167)
044-205-7672
(0504-204-9696)
02-428-0451
(02-440-0455)
02-754-7891~5
(02-774-8889)
02-774-9702~7
(02-774-9724)

서울, 부산, 충청, 전라, 대구, 경상,

www.paramita.or.kr 경기, 울산, 광주, 인천, 강원, 세종, 제주
www.young119.or.kr

전국 17개 시 도

www.korea4-h.or.kr

전국 17개 시 도

www.ymcakorea.kr

전국 17개 시 도

www.ywca.or.kr

전국 17개 시 도

02-733-6801
(02-738-3013)

www.girlscout.or.kr

전국 17개 시 도

02-739-6369
(02-722-6455)

www.yak.or.kr

전국 17개 시 도

02-738-1501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
www.rotarykorea.org
경상, 제주
(02-732-5843)
02-6335-2000
(0507-514-2015)

www.scout.or.kr

전국 17개 시 도

www.kyic.org

서울

www.civo.net

서울, 부산, 대구, 전북, 경남, 충청,
경기, 대전, 인천

02-2181-7419
(02-845-8138)

www.koya.or.kr

전국 17개 시 도

02-953-7543~4
(02-953-7545)

www.yfk.or.kr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대전,
대구, 경상, 부산, 전라, 광주, 제주

02-886-8522
(02-886-8521)

www.sekh.or.kr

02-743-2511
(02-743-2515)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www.yka.or.kr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전북,
제주, 충남

02-569-7231
(02-569-7228)
02-2663-4163
(02-2663-4177)

※ 청소년단체 현황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54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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