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덕혁신교육지구]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찾아보자! 우리동네~”
체험하자! 진로직업~“

프로그램 안내
(초등4학년~6학년 대상)



직업체험1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은행원” 프로그램 지도안 (1차시) 

프로그램명 대전우리신협과 함께하는 금융체험 교실

일시(차시)

2022.07.28.(목)  16:00~18:00

*연속성 교육입니다. 

*모든 일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엄*정 보조강사 이*지

교육대상 초등4~6 교육인원 12

주요 내용 ○ 금융교육 및 동전, 지폐계수기 사용방법 안내

주요 목표
○ 놀이를 통한 눈높이 금융교육으로 기초금융지식을 습득하고, 

   동전,지폐개수기 사용법을 익혀 신협(직장) 체험활동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강사 및 신협 소개 20

전개
화폐의 발달과정 교육

물물교환 게임
40

마무리 동전계수기, 화폐계수기 사용해보기 20



프로그램명 대전우리신협과 함께하는 금융체험 교실

일시(차시)

 2022.08.04.(목) 16:00~18:00

*연속성 교육입니다. 

*모든 일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엄*정 보조강사 이*지

교육대상 초등4~6 교육인원 12

주요 내용 ○ 금융교육 및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주요 목표
○ 놀이를 통한 눈높이 금융교육으로 기초금융지식을 습득하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한 금융활동 익히기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차시 교육관련 내용 리뷰 20

전개
용돈기입장 작성

틀린화폐 찾기, 나만의 화폐만들기
40

마무리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20

직업체험1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은행원” 프로그램 지도안 (2차시) 



프로그램명 왕꿀jam – 3D프린터 전문가

일시(차시)

 2022.7.29.(금) 14:00~16:00

2022.8.12.(금) 14:00~16:00

*1회성 교육으로 일자별 같은 내용입니다.

강사 김*환 보조강사

교육대상 초등학생 교육인원 5명

주요 내용

○ 3D프린팅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3D펜을 직접 체험해 보고 주변의 

사물을 직접 모델링을 하고 3D프린터로 출력물을 후가공해보는 시간을 

구성한다.

주요 목표

○ 3D펜의 활용으로 2D 평면적 사고에서 3D 입체적, 공간적 사고확장 능력

을 기를 수 있다.

○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교육을 한다.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3D모델링에 대하여 알아보고 틴커캐드 시작하기 30분

전개 틴커캐드의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모델링 제작하기 30분

마무리 틴커캐드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책갈피를 제작한다. 60분

직업체험2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3D프린터 전문가” 프로그램 지도안



프로그램명 목 공예전문가 - 스톨제작

일시(차시)

 2022.7.25.(월) 14:00~16:00

2022.8.1.(월) 14:00~16:00

*1회성 교육으로 일자별 같은 내용입니다.

강사 최*아 보조강사

교육대상 초등학생 교육인원 10명

주요 내용
○ 손톱, 실톱, 사포 등의 수공구를 사용한 목공활동은 그 과정 중 노작의 

의미를 깨닫고 집중력과 인내심을 함양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요 목표

○ 수공구를 활용한 목공교육을 통해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노작의 즐거움을 

깨우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계 공구를 가지고 하는 목공 교육과 차별화할 수 

있다.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목공예에 대한 이해 10분

전개 스툴의 재료를 사포 및 오일을 통해 가공한다. 50분

마무리 스툴의 파츠들을 망치 및 수공구를 이용하여 조립한다. 60분

직업체험3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목 공예전문가” 프로그램 지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