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진로상상 프로젝트
청소년의 미래진로역량 (유연한 도구사용, 타인과의 상호작용,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일일 2시간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인간의 일', '인간의 쓸모'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근대화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동식물의 멸종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좋은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
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크리킨디센터에서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좋은 삶의 싹을 틔우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크리킨디의 좋은 이웃들과 함께‘청소년 진로상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살아갈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개인 홀로 고
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 삶을 둘러싼 모든 관계들 속에 있음을 이해하
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집개요
○ 진행일정 : 2019.5.08(수)-7.18(목) ⋇하반기는 7월에 공지
매주 수, 목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 모집일정 : 4.24(수) 오전 11시부터 예약페이지(http://apply.krkd.eco)를 통한 선착순 마감
○ 모집대상 : 14세-19세 청소년 그룹 / 학교단위 모집 ⋇개인신청 불가
○ 참가비용 : 프로그램당 최소 120,000원 (인원 추가시 1인 10,000원)
○ 상세내용 : - 디지털, 생태, 예술, 심리분석,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
- 프로그램당 최소 12명 ~ 최대 15명/20명으로 구성
- 회당 참여 최대인원 130명
○ 문

의 : 070-4323-2132 / pippi@krkd.eco 유수연
⋇담당자와의 통화는 화-금요일 10시-19시 가능

예약 신청 방법
① 진로상상(http://apply.krkd.eco) 예약페이지 접속
② 접속 후 체험날짜와 오전/오후 시간대 선택
③ 메뉴에서 프로그램 선택 (※세부 프로그램 내용2p 참고)
④ 예약자 정보 기입
⑥ 예약 신청하기 클릭
⑦ 담당자 확인 (유수연 070-4323-2132 / pippi@krkd.eco)
⑧ 예약완료

⊛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진로상상①
이야기
해결단

내용

온 몸으로 책을 생생하게 읽고, 책 속 이야기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 워크숍. ‘이야기 해결단’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 참여자들이 자연스
럽게 연극의 일부가 되는 참여연극형 프로그램.

(15-18명)

(⋇15-18명씩 2그룹 / 최대 36명 참여 가능)

진로상상②
내용

나는 내 삶에서 ‘직업’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전환시켜야 나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직업을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까? 직업과 내 마음의 관계를 알아보는 신기하고 낯설지만 신선
한 즐거움이 있는 직업 심리 워크숍.

내용

비트뮤직장치와 전자신호로 작동되는 전자악기를 직접 만들고 연주해보는 메
이커 제작 워크숍. 제작한 악기는 구글 인공지능실험실의 AI Duet에 연결하
여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탐구하는 시간.

내용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맥도날드 햄버거로 획일화되고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화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맛. 그런데 이것은 진짜 우리의 취향일까? 학교 급식이
나 집에서 차려주신 밥 말고 식사의 주체로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보는 시
간.

내용

몸의 감각을 깨우며 나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움직임.
불안정한 몸의 구조에서 배우는 삶의 기술: ‘균형’, 일상에서 몸과 소통하며
자신/타인 몸을 돌보는 방법 등 몸의 움직임을 통해 삶과 세상을 구성하는 것
들을 깨닫고 경험해보기.

내용

보드게임 <Re-Birth>를 플레이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와 세계의 미래
에 대해 탐색해본다. 참여자는 국가, 기업가, 과학자, 시민 중 하나의 캐릭터
를 선택, 캐릭터별로 특화된 기술 카드를 습득하고 발전시켜 최종엔딩을 향해
나아간다. (⋇4명씩 역할분담이므로, 12명 혹은 16명으로 신청해야함.)

내용

크리킨디 공간의 숨은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큐알코드를 찍어보자. 4차산업
혁명시대, 우리들의 미래진로를 이야기하는 크리킨디센터의 각 공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진로탐색하듯 공간을 누비며,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본다.

관계
세우기
(12-15명)
진로상상③
AI뮤직
메이킹
(12-15명)
진로상상④
N개의 입맛과
레시피
(12-15명)

진로상상⑤
생각하는 몸
(12-15명)

진로상상⑥
<Re:Birth>
인류의 미래
(12-16명)

진로상상⑦
크리킨디 산책
:QR코드의 비밀
(12-20명)

⊛ 사용료 감면 및 환불 기준 안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2항 및 6항에 의한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거주지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민원실,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보훈처 또는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거주지 주민센터나 관할구청에서 발급하는 보장시설 거주 증명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거주지 주민센터나 관할구청에서 발급하는 보장시설 거주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거주지 주민센터,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거주지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민원실,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6조 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 사업자가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

사용료 전액 반환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수강기간 도중 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교습 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 개시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

- 교습 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
산한 금액

※ 환급은 일할 계산에 의함.

⊛ 기타 정보
주차

식사
• 영셰프식당 <맞점> 02-2679-5525

• 혁신파크 경비실 070-4771-0148
• 평일 1시간 무료, 주말(토/일) 무료 / 이 외 5분당 150원
• 피아노숲 근처 2-3대 주차가능 공간 있음.
• 최소 방문 2-3일 전에 주차공간 확인/예약
• 상상청/미래청에 사전무인정산기를 이용하여 결제

크리킨디센터 5층 / 최대 30인 / 1식 6천원 / 설거지 필수
• 명태어장 : 02-357-7204
서울 은평구 진흥로15길 18 / 1식 7천원 / 최대 80인
• 버거킹 불광점 : 02-383-0233 /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6
• 롯데리아 불광점 : 02-383-4553 /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1이연빌딩
• 한솥도시락 불광역점 : 02-351-3404 / 서울 은평구 불광로 12
• 도시락을 싸올 경우 : 해당 수업장소에서 식사 가능

⋇주차와 식사는 직접 예약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