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2 ]

2021 광주가톨릭청소년축제 On-Air 안내
1. 일

시 : 2021년 11월 21일(주일) 17:00 ~ 19:00
1) 1부 : 광주가톨릭청소년축제(17:00-19:00)
2) 2부 : 각 본당별 파견미사(본당사정에 따라)

2. 주

제 :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나를 본 증인으로 선택한다!”(사도 26,16 참조)

3. 대
상 : 본당 중· 고등부 학생과 그 가족 및 주일학교 교사, 청년
4. 방송장소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5. 방송채널 : 유튜브채널 ‘빛고을청사목 tv’ 생중계
6. 행사관련 협조사항
가. 출연 본당 섭외 및 준비
각 지구별로 성당을 하나씩 섭외하여 교리동영상 ‘프란치스코의 친구들’을 바탕으로
나눔을 하고, 그 가운데 대표 청소년을 뽑아서 청소년축제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지구별 교리교사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청소년사목국
중등팀에서 해당 본당신부님, 교리교사 그리고 청소년들과 조율하여 진행토록 하겠
습니다.
나. 본당 소개 영상 준비(둘 중 하나 선택)
내

본당소개영상1
(퍼포먼스)

용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 성당의 특징적이고 자랑하고 싶은
장소 3곳 이상에서
퍼포먼스(ex.단순한 동작, 율동 등)하는 장면을
30초 내외(장소 당)로 촬영
※ 예시영상 : BTS, Permission to Dance

본당소개영상2
(노래 및 연주)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 성당의 특징적이고 자랑하고 싶은
장소 3곳 이상에서
지정곡 전체를 연주 또는 노래하는
장면을 촬영.

지정곡
BGM 택 1
1.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딴)

2. 종이비행기(열일곱이다)
3. John 17(열일곱이다)

연주곡
‘저를 보내소서’
(글, 곡 정경륜)

※ 예시영상 : Play for Change, Don’t Worry be happy

각 본당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 각 본당을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
(예시영상은 유튜브채널 ‘빛고을가톨릭teens’에 있습니다.)
※ 동영상 접수 : gcyouthteens@gmail.com

다. Youth Movement : 폐우산 수거 운동
청소년축제가 단순히 즐기는 문화에서 벗어나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갖고자 폐우산 수거 운동을 진행합니다. 환경 보호의 필요성 안에서 현대 청소
년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하느님 창조질
서의 수호자이자 그리스도 신앙의 증거자로 자리매김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수거된 우산 중 사용할 수 있는 우산은 수리 후 ‘공유 우산’으로 활용하고, 수리
할 수 없는 우산은 각종 물품으로 새롭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정
혹은 학교에서 직접 폐우산을 수거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어머니인 지구를
되살리는데 동참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수거된 우산은 11월19일(금)까지 ‘청소년사목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실 주소 : 61995)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39 청소년사목국
라. 홍보 협조
청소년사목국은 본 축제가 교황님의 지향대로 청소년끼리 하는 축제가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36차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이나 성당 등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이 환대받으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7. 문

의 : 청소년사목국 062)380-227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