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덕혁신교육지구]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찾아보자! 우리동네~”
체험하자! 진로직업~“

프로그램 안내
(중등1학년 ~ 3학년 대상)



직업체험1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원예심리사” 프로그램 지도안 

프로그램명 그림책원예심리 (그림책플라워테라피) A팀

일시(차시)
2022.07.26.(화) 10:00~12:00

*1회성 교육입니다.

강사 김*옥 보조강사 -

교육대상 중등1~3 교육인원 10

주요 내용 ○ 그림책원예심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해본다.

주요 목표 ○ 그림책테라피와 원예치료사에 직업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그림책테라피와 원예심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림책을 마주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기
60

전개 ○원예활동 하기 40

마무리 ○주변 정리와 체험 소감 공유 20



직업체험2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원예심리사” 프로그램 지도안 

프로그램명 그림책원예심리 (그림책플라워테라피) A팀

일시(차시)
2022.08.02.(화) 10:00~12:00

*1회성 교육입니다.

강사 김*옥 보조강사 -

교육대상 중등1~3 교육인원 10

주요 내용 ○ 그림책원예심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해본다.

주요 목표 ○ 그림책테라피와 원예치료사에 직업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그림책테라피와 원예심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림책을 마주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기
60

전개 ○원예활동 하기 40

마무리 ○주변 정리와 체험 소감 공유 20



프로그램명 나도 제과제빵 요리사 

일시(차시)

 2022.07.30.(토) 10:00~12:00

*연속성 교육입니다. 

*모든 일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박*미 보조강사 박*미

교육대상 중등1~3 교육인원 10

주요 내용 ○스모어쿠키 만들기

주요 목표 ○마시멜로를 활용한 카페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스모어쿠키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료를 

설명한다.
15

전개 직접 만들어 보고 완성한다. 90

마무리 구운 후 포장까지 완성한 후 뒷정리한다. 15

직업체험3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파티시에” 프로그램 지도안 (1차시) 



프로그램명 나도 제과제빵 요리사 

일시(차시)

 2022.08.06.(토) 10:00~12:00

*연속성 교육입니다. 

*모든 일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박*미 보조강사 박*미

교육대상 중등1~3 교육인원 10

주요 내용 ○브라우니쿠키 만들기

주요 목표 ○초콜릿을 활용한 카페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브라우니쿠키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료를 

설명한다.
15

전개 직접 만들어 보고 완성한다. 90

마무리 구운 후 포장까지 완성한 후 뒷정리한다. 15

직업체험3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파티시에” 프로그램 지도안 (2차시) 



프로그램명 나도 제과제빵 요리사 

일시(차시)

 2022.08.13.(토) 10:00~12:00

*연속성 교육입니다. 

*모든 일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박*미 보조강사 박*미

교육대상 중등1~3 교육인원 10

주요 내용 ○아몬드를 품은 곰돌이, 하트 품은 토끼 만들기

주요 목표 ○아몬드가루를 활용한 카페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쿠키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료를 설명한다. 15

전개 직접 만들어 보고 완성한다. 90

마무리 구운 후 포장까지 완성한 후 뒷정리한다. 15

직업체험3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파티시에” 프로그램 지도안 (3차시) 



프로그램명 나도 제과제빵 요리사 

일시(차시)

 2022.08.20.(토) 10:00~12:00

*연속성 교육입니다. 

*모든 일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박*미 보조강사 박*미

교육대상 중등1~3 교육인원 10

주요 내용 ○마카롱 만들기

주요 목표 ○달걀흰자를 활용한 카페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마카롱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료를 설명한다. 15

전개 직접 만들어 보고 완성한다. 90

마무리 구운 후 포장까지 완성한 후 뒷정리한다. 15

직업체험3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파티시에” 프로그램 지도안 (4차시) 



프로그램명  한땀한땀 명품가죽공예가 (A팀)

일시(차시)

8월 13일(토) / 14:00 ~ 16:00 / 1회  

8월 20일(토) / 14:00 ~ 16:00 / 2회  

*연속성 교육입니다. 

*모든 일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김*숙 보조강사 -

교육대상 초등4~중1 교육인원 5

주요 내용 ○ 가죽공예가 직업체험

주요 목표
○가죽공예가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가죽공예 활동을 통해 직업의 미래를 준비한

다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회차 가죽공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10분

2회차 다양한 가죽공구 살펴보기 10분

전개

1회차 가죽공예가의 일상소개(영상) 10분

2회차 가죽공구 사용법 익히기 10분

마무리

1회차 짜투리가죽을 이용해 테슬 2종 만들기 1시간 40분

2회차 나만의 명품 가죽카드지갑 만들기 1시간 40분

직업체험4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가죽공예가” 프로그램 지도안 



프로그램명  한땀한땀 명품가죽공예가 (B팀)

일시(차시)

8월 13일(토) / 14:00 ~ 16:00 / 1회  

8월 20일(토) / 14:00 ~ 16:00 / 2회  

*연속성 교육입니다. 

*모든 일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 김*숙 보조강사 -

교육대상 초등4~중1 교육인원 5

주요 내용 ○ 가죽공예가 직업체험

주요 목표
○가죽공예가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가죽공예 활동을 통해 직업의 미래를 준비한

다

학습 흐름 교수 ᆞ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회차 가죽공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10분

2회차 다양한 가죽공구 살펴보기 10분

전개

1회차 가죽공예가의 일상소개(영상) 10분

2회차 가죽공구 사용법 익히기 10분

마무리

1회차 짜투리가죽을 이용해 테슬 2종 만들기 1시간 40분

2회차 나만의 명품 가죽카드지갑 만들기 1시간 40분

직업체험5  우리동네 진로직업 체험 “가죽공예가” 프로그램 지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