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들의사전프로젝트는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일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직업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적응하는 ‘진로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삶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 

150분 동안 재미있는 일들을 보고 듣고 만지며 나를 알고, 내 삶의 기본기를 발견하는 

‘일들의 사전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세부카테고리 소개

나를 돌보고 가꾸는 일들
나에게 집중하여 온전히 ‘나’를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몰랐던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타인과 다름을 인정할 기회들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솔직한 자신의 색을 찾아 나가요.

몸을 깨우고 성장하는 일들
움직임을 통해 굳어 있던 몸의 감각을 깨워보는 활동이에요. 내 안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한껏 땀을 흘려봐요. 

우리의 삶에 신체적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히 뛰어놀며, 몸과 마음을 즐거움을 채워봐요.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일들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나’를 어떻게 풀어낼지 상상해요. 

정답만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고민해봐요.

손과 도구가 만나 탄생하는 작품의 일들
손의 감각과 상상을 더하여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꼼지락 꼼지락! 150분 온전히 굳어있던 손근육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요. 인내심과 꼼꼼함으로 이루어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기르며, 조금 느린 완성의 의미를 배워요.

#요리사 #파티쉐 #목수 #바느질장이 #플로리스트#태피스트리작가

#놀틈메이커 #댄서  #연극영화배우

#드로잉아트작가 #컬리리스트 #뷰티크리에이터 #패션디자이너

#사진가

#힙합래퍼 #비트메이커

#독립출판기획자 #독립영화감독

#사운드큐레이터

#보컬리스트



일들의사전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절차

참여대상    일들의사전에 관심 있는 14~19세 청소년 (체험 당 최대 12명)

운영기간    상반기 3월 27일~7월 26일 / 하반기 9월 4일~12월 13일

운영요일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00~12:30, 오후 14:00~16:30]

희망하는 체험 일에서 최소 3주 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 접수

신청서는 [samdi.or.kr > 시작과발견 > 일들의사전프로젝트]로 접속

예약취소    프로그램 참여 취소는 최소 진행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잦은 예약 취소나 변경 단체(학교)는 향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유선전화는 문의만 가능하며 구두 예약은 불가능

접수접수
이메일, 팩스 통해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
이메일 work@samdi.or.kr │팩스 062-233-1324

섭외섭외 강사 섭외 및 일정 조율

진행진행 프로그램 진행 및 현장카드결제

검토검토
접수 내용 가능 여부 검토

신청자와 확정 또는 변경·취소여부 결정

확정확정
메일 공지를 통해 예약 승인

예약 승인 후 교육 3일 전까지 서류 접수

평균

10일

소요



전화 : 062-224-0542(0544) 보또(강예은)│메일 : work@samdi.or.kr

※ 화~토 10:00~19:00 (점심시간 12:00~13:00)

체험문의

1인 체험비ㅣ 1만원 ~ 1만 5천원 (목수, 요리사, 파티쉐, 플로리스트 체험)

최소 개설비용(8명 이하일 경우)ㅣ 8만원~12만원 (재료비와 강사비 일부 보전)

체험비용 1개 체험 당 최대 12명까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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