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SKS 중등진로캠프
일시 : 2017.11.03.(금) 10:00 ~ 14:25 / 장소 : 음악당 및 7 ~ 9학년 교실 / 대상 : 7 ~ 9학년

상해한국학교 학년기획부

2017년 SKS 중등진로캠프 프로그램

Ⅰ. 프로그램 개요

아시아나항공 및 체험활동 강사와 함께하는 꿈 만들기 ! 
표준화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진
로희망과 관련된 전문직업인과의 진로코칭활동과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Ⅱ. 목적 및 효과

  ⁜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 적성 등 특성 활용 유도
  ⁜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발견을 통한 자기주도성 증진과 학습 동기 부여 
  ⁜ 진로멘토단과의 진로코칭 활동을 통한 진로설계 및 진로 의식 강화
  ⁜ 다양한 직업체험활동 부스를 활용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Ⅲ. SKS 중등진로캠프 추진 계획
  1. 일시 : 2017. 11. 03.(금) 2교시(10:00) ~ 7교시(14:40) 
  2. 대상 : 본교 7학년(80명), 8학년(90명), 9학년(122명) 총 292명
  3. 장소 : 10:00 ~ 12:00 아시아나 항공 색동나래교실 운영(음악당)
            12:45 ~ 13:30 7~8학년: 직업체험활동(교실) / 9학년: 마술공연(음악당)
            13:40 ~ 14:25 7~8학년: 마술공연(음악당) / 9학년: 직업체험활동(교실)
  4. 강사 : 아시아나 색동나래교실 강사팀, 상해한인연합교회 밤카페 운영팀, 
           김기수 마술사,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코칭활동 강사 
  5. 진로캠프 협조 : 홍보활동 및 안내 - 커리어코칭 동아리
                    직업체험활동 지원 - SKS 진로코치단 



Ⅳ. SKS 중등진로캠프 시간 계획
차시 내 용 소요시간 담 당
1~2
교시

(08:30
~

09:50)

1,2교시 정규 수업

1교시: 
(45분)
2교시: 
(25분)

2교시 교과담당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09:50분에 음악실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4
교시

(10:00 
 ~ 

12:00)

￭ 교장선생님 환영사, 영사축사
￭ 항공기 조종사, 캐빈 승무원
  직업특강
￭ 질의응답 및 사진 촬영

2,3,4
교시

(120분)

아시아나 항공
※ 오전 프로그램은 7~9학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점심시간 (12:00 ~ 12:45) (45분) 희망교실로 이동
7,8학년 9학년

5교시
(12:45

~
13:30)

￭ 직업체험활동(재료비 30원)
1.바리스타 체험(7-1,2반)-20명
2.요리체험(7-3반)-20명
3.네일아트체험(8-1반)-20명
4.리본공예체험(8-2반)-20명
5.캘리그라피체험(8-3반)-20명
￭ 진로코칭활동(무료)
1.명함,꿈나무제작(미술실)-30명
2.심리검사해석(9-1반)–20명
3.4차 산업혁명 특강(9-2반)-20명

5교시:
(45분) ￭ 마술 공연 및 체험(음악당)

쉬는시간 (13:30 ~ 13:40) (10분) 희망 교실로 이동

6교시
(13:40

~
14:25)

￭ 마술 공연 및 체험(음악당) 6교시:
(45분)

￭ 직업체험활동(재료비 30원)
1.바리스타 체험(7-1,2반)-20명
2.요리체험(7-3반)-20명
3.네일아트체험(8-1반)-20명
4.리본공예체험(8-2반)-20명
5.캘리그라피체험(8-3반)-20명
￭ 진로코칭 특강(무료)
1.명함,꿈나무제작(미술실)-20명
2.심리검사해석(9-1반)–20명
3.4차 산업혁명 특강(9-2반)-20명

쉬는시간 (14:25 ~ 14:35) (10분) 각자 교실로 이동
7~8
교시 7,8교시 정규 수업

※ 10/20일까지 학급별 직업체험활동 혹은 진로코칭활동 사전 신청 부탁합니다. 
1. 아시아나항공 주관 색동나래교실 특강 및 마술 공연은 음악당에서 실시함.
2. 학급별 직업체험활동(유료), 진로코칭활동(무료) 중에 택일하여 사전 신청함. 
3. 해당시간 교과담당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학급에서 임장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5,6교시 프로그램은 7~8학년과 9학년이 나뉘어져 행사가 진행됩니다.

Ⅴ. 중등진로캠프 학급별 직업체험활동 혹은 진로코칭활동 신청 현황
(     )학년 (     )반                                  담임명 :

구분 직업체험 활동명 체험장소 학번 이름 인원수

유료
참석

(재료비
30원)

￭ 바리스타 7-1반
7-2반

￭ 요리 7-3반

￭ 네일아트 8-1반

￭ 리본공예 8-2반

￭ 캘리그라피 8-3반

무료
참석

￭ 명함 및 
  꿈나무 제작

중등 
미술실

￭ 진로심리검사
  해석 9-1반

￭ 4차 산업혁명  
  특강 9-2반

 ※ 프로그램마다 신청 인원수가 2~4명 정도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