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결과보고서

1. 사 업 명: 학부모대학 <내.일.路> 2학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9월 13일~11월 22일
   ◦ 대상 : 서울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예비 학부모 및 조부모(30명)
   ◦ 장소 : 하자센터(영등포) 신관 청소년카페
   ◦ 참여인원(추진실적-총연인원) : 200명
   ◦ 결산 : 예산 550,000원/ 지출 546,860원
     *총사업비 4,980,000원 중 서울교육청 직접 집행분 4,430,000원 제외 

3. 사업내용
   ◦ 추진실적 
강좌 일시 강의명 강의내용 강사명(프로필)

1강 9.13(수) 관찰하고 대화하기 ・오리엔테이션
・청소년들에게 일이란? 

하자센터 기획부장 이충한, 마
을운영팀장 곽영선

2강 9.20(수) 만나고 소통하기 ・가르치고 길러내는 양육태도를넘어, 갈
등에서 소통으로 평화교육 모모 대표 문아영

3강 9.27(수) 미로(迷路)에서
길찾기

・4차 혁명,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 사회
・직업, 진로, 직능, 핵심역량의 시대적 읽
기

성공회대 교수 김찬호

4강 10.11(수) 청소년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양극화 사회, 부모 불안, 통제와 감시의 
양육, 성적과 서열지상주의 교육, 무기력
으로 버티는 아이들.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시작할 것인가?

‘청소년의숲사회적협동조합’ 이
사장  신희경

5강 10.18(수) 기술혁명을 통해 
본 미래직업

・기술혁명이 가져 올 미래사회
・미래의 일과 직업

제주창조혁신센터장
전정환

6강 10.25(수)
우리 곁에 온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할
까?

・SF를 통해 본 미래사회
・나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
한 것일까?

하자센터 학습생태계 팀장 최
은주, 마을운영팀장 곽영선

7강 11.1(수) 우리들의 연대기 ・연대기를 통해 세대를 이해하기
・밀레니얼 세대, 일과 삶의 방식

진저T 프로젝트
팀장 서현선, 강진향

8강 11.8(수) 청년들이 일구는 새
로운 일터

・밀레니얼 세대들의 일 경험에서 보는 
미래의 일

‘작은따옴표’ 대표 장서영/‘모
두다’ 대표 박비

9강 11.15(수) ‘미래의 일과 삶’ 상
상 워크숍

・미래사회의 삶의 방식 상상하기
・새로운 일, 직업, 삶을 상상해보기

진저T 프로젝트
팀장 서현선, 강진향



        
4. 홍보 및 외부연계
   ◦ 홍보실적(언론부터 포스터까지 모든 홍보실적-포스터, 팜플렛 시안첨부)
   : 서울시 교육청 자체 홍보 모집

10강 11.22(수) 나와 우리, 사회의 
진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 그리고 자녀의 
진로에 대한 감각 키우기

성공회대 교수
김찬호

홍보물 
시안
(3종
3건)

외벽 현수막 실내 배너

홍보 인쇄물

ㅇ온라인 
홍보

ㅇ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 모집

 



   ◦ 외부연계  
   - 서울시교육청

5. 전체평가
  ◦ 일과 진로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인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시대의 담론을 총

괄적으로 살펴보고 시대를 읽어낼 안목을 기르는데 오리엔테이션 역할을 수행했다.

  ◦ 다양한 체험적 워크숍을 배치해 수강생들에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커뮤니
케이션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한 수강생들이 강좌가 진행되면서 학부모 본인들, 특히 출
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 수강생들 자신의 일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문제의식
으로 자각하고 생각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6기 학부모 대학은 하자센터
의 진로체험을 학부모 세대로 확장함으로써 다세대로 활용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의 기반
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허브 카페에서 매회 준비한 다과는 수강생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
고 수강생들로부터 환대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6. 사진

1강 : 관찰하고 대화하기(이충한)

ㅇ 뉴스레터 1회 발송
 - 하자 뉴스레터 12월호 2학기 학부모대학 리뷰글 기사
   https://haja.net/index.php?mid=newsletter&category=448&document_srl=8376



2강 : 만나고 소통하기(문아영)

3강 : 미로(迷路)에서 길찾기(김찬호)

4강 : 청소년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신희경)

5강 : 기술혁명을 통해 본 미래직업(전정환)

6강 : 우리 곁에 온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최은주)



7강 : 우리들의 연대기(진저T 프로젝트 서현선, 강진향)

8강 청년들이 일구는 새로운 일터(‘작은따옴표’ 장서영, ‘모두다’ 박비)

9강 : ‘미래의 일과 삶’ 상상 워크숍(진저T 프로젝트 서현선, 강진향)

10강 : 나와 우리, 사회의 진로(김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