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상상이룸센터�
DOING� JOB(직업인특강)� 프로그램� 안내(강의형)

 

프로그램
� 소� � � � 개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 강사에게� �
직업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듣는� 강의형� 프로그램

기� � � � 간 2020년� 3월� 2일� ~� 12월� 18일� (일정� 협의� 가능)

대� � � � 상 노원구� 및� 인근� 지역� 초5� ~� 고등,� 청소년기관� 등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참여인원 적정인원� 20~30명� (한� 학급� 기준� 진행)

시� � � � 간 1시간(1교시)� ×� 2회� (각� 교시� 대상자� 교차진행)

비� � � � 용 학교기준� 일반� 2급� 강사비

결제방법 학교에서� 강사비� 직접� 지급
강사자료(이력서,� 계획서,� 통장사본,� 범죄경력조회서)는� 일괄� 제공함

진행과정

전화신청
(일정� 협의)

신청서� 제출
프로그램

진행

강사비� 결제� 및�
만족도� 평가
(꿈길사이트)

� � � � �

신청서제출 이메일제출� (sangsangirum@daum.net� /� 신청서� 별첨)

문� � � 의 담당자� 민경희� (☎� 02-936-3326� /� 070-4706-4167)�
※문의시간� :� 월-금� 10:00~17:00



방송� /�

미디어

PD(프로듀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프로그램� 기획

매체의� 특성

유튜버의� 등장배경

하는� 일� 탐색

성우 영화감독

성우의� 활동분야�

직업소개

영화의� 언어� 이해�

영화의� 제작과정�

4차

산업

로봇전문가 3D프린터� 전문가 VR영상� 제작자

로봇의� 종류

로봇공학자의� 역할

3D프린트� 활용예시�

전문가의� 역할

VR을� 이용한�

영상제작과정

사물인터넷(IoT)�

전문가
코딩드론전문가

사물인터넷의� 정의�

활용분야

드론의� 구조와� 종류

활용분야� 및� 주의사항

제과

제빵

쇼콜라티에 슈가크래프트

관련� 직업안내

쇼콜라티에의� 준비과정

슈가크래프트의� 정의

필요한� 준비과정

테라피

미술치료사 푸드테라피스트 원예치료사

미술치료사� 역할�

미술치료� 기법

관련� 직업� 소개

다양한� 푸드테라피� 기법

자연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

2020� 상상이룸센터�

직업인특강� 프로그램� 안내(강의형)



뷰티/

아로마

특수분장사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아티스트

특수분장의� 정의

특수분장� 직업활동

헤어디자이너의�

역할과� 자질

피부관리와� 위생세안�

화장용품� 관리법

엔터

테이너

연극인 보컬� 트레이너 마술사

분야별� 연극인�

공연문화� 알기

보컬트레이너와�

대중가요에� 대한� 이해

마술사� 직업� 이해

� 무대� 마술� 과정

게임개발자 모델

게임의� 기원과� 역사

게임기획� 및� 개발

모델의� 탄생배경

모델의� 이미지메이킹

교육/

서비스

유치원교사 여행기획자

유치원교사의� 역할�

영역별� 활동� 탐색

여행서비스와� 관련된�

직업� 이해

생명

반려동물훈련사

반려동물훈련사의� 정의�

생명존중의� 중요성과�

가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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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디자인

켈리그래퍼 만화가 건축가

생활� 속� 캘리그래피�

캘리크래피� 방법,� 재료

만화/웹툰� 종류

작업과정을� 통한� 이해

건축과� 건축가

건축과� 미래직업방향

미니어처� 작가 패션디자이너

미니어처(돌하우스)란?

현대에� 공예분야가�

필요한� 이유

패션� 산업의� 매력�

패션디자이너가� 하는� 일

일러스트레이터 캐리커쳐� 작가

일러스트레이터와�

순수미술의� 차이

일러스트의� 목적과� 분야

캐리커쳐의� 유래�

국내와� 해외의� 차이

신체

활동

유소년� 축구코치

축구스포츠�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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