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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배포 즉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 목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18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
성황리에 개최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정)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
하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를 개최하였음
ㅇ 7. 31일부터 8.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알기 쉬운 시장경제 등
금융·경제 원리에 대한 학습과정과, 게임으로 알아보는 경제원리, 소이캔들・
만지락양초 만들기 등 알차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음
□ 본 캠프의 경제퀴즈 골든벨 코너에서 1등을 차지한 광주중학교 유某 학생은
‘공간과 시간의 창조자’, ‘청소년을 위한 똑소리 나는 재테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수입‧지출 관리에 대한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힘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지역 청소년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
붙 임 1. 2018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 프로그램
2. 사진(별도첨부) 4장. 끝.

문의처 : 기획금융팀 조사역 배준형, 조사역 송덕희
Tel : 062)601-1110, 601-1105 Fax : 062)382-8164, E-mail : gwangju@bok.or.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보도자료는 한국은행홈페이지(http://www.bok.or.kr/gwangju)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2018 여름방학 청소년 경제캠프 프로그램
과목명
한국은행이 하는 일
알기 쉬운 시장경제

연 수 내 용
- 한국은행의 기능 및 역할
- 시장경제의 기초
- 환율의 기초 개념

재미있는 화폐이야기

- 화폐의 역사 및 세계의 화폐

청소년의 신용관리와

-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 방법

합리적인 금융생활

- 바람직한 금융생활

동서고금 영웅들의 리더십

-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를 통해 배우는

열전

삶의 지혜

수업방법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 꿈과 비전, 사명 이해하기
공간과 시간의 창조자

- 꿈 이야기하는 사람의 가슴 떨리는 강의 및 체험
미션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똑소리 나는

- 돈의 관리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재테크

-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이해

화폐전시실 견학

- 우리나라 화폐의 변천과정
-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화폐

한국은행 업무현장 견학

- 화폐 발행․환수 과정

소이캔들 및 만지락 양초

- 아로마를 이용한 소이캔들 만들기

만들기

- 조물조물 만지락양초 만들기

게임으로 알아보는 경제원리

경제퀴즈 골든벨(조별 테스트)

- 화폐 폐기 과정

- 모노폴리(자산관리 보드게임)를 통하여
금융, 자산관리 등 경제원리 습득
- 금융․경제 문제 테스트
- 문제 해설

강의 및 체험

체험

체험

체험

게임 및 토론

퀴즈 및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