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고용노동교육 과정안내
2018년도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고용노동교육
과정안내

| 교육목적 |
•중립적 노동가치관 정립과 노사관계에 대한 균형적 시각정립을 위한 기초노동교육 강화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일터 내 차별해소를 위한 법지식 함양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교육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에 기여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
•교육기간 : 2018.04.09 ~ 2019.02.08 (10개월)
•교육신청 : 2018.03.19 ~ 2019.03.30 (2주간)
<청소년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 http://youth.koreatech.ac.kr>
•교육장소 : 현장지원(학교 등 희망장소) / 캠프(고용노동연수원)
•교 육 비 : 무 료
•진행절차 : ① 교육안내(홈페이지·공문) → ② 교육신청·접수(홈페이지) → ③ 대상선정 →
④ 일정협의·확정 → ⑤ 교육확정 통보(홈페이지·공문) → ⑥ 교육실시 및 평가
•선정기준 : 권역·대상별로 구분하여 균등하게 기회 부여
단,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시 우선지원

구분

청
소
년

교
사

과정명

기간(시간)

대상

인원

장소

제한없음

신청장소
(학교/기관/단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

2H

청소년 권리보호캠프
권리 in-us

1박2일
(10H)

청소년 진로캠프
Dream Map

1박2일
(10H)

찾아가는 청소년근로권익
교사연수지원

(2H~4H)

교사(중등사회과,
진로지도, 취업담당 등)

10명 내외

청소년근로권익
교사직무연수

2박3일
(17H, 1학점)

교사(중등사회과,
진로지도, 취업담당 등)

30명

청소년고용노동교육
강사양성과정

1박2일
(12H)

노무사, 일반강사 및
청소년지도사 등

30명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

40명 내외
고용노동연수원
40명 내외
신청장소
(교육청, 학교/기관/
단체)
고용노동연수원
(별도문의)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 (노동관/노동법)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 (진로)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중립적 노동가치관 정립과 노사관계에 대한
균형적 시각정립을 위한 기초노동교육

자기이해를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 및 진로역량 개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일터내 차별해소를 위한 법지식 함양
과목명

유형

시간

•나의 숨은 재능 발견
•강점전환과 강화, 약점관리
•미래 유망직업 탐색

참여식

2H

•나의 직업적성과 흥미진단
•나의 강점탐색과 희망 직업/직무 선택

참여식

2H

나의 진로디자인

•진로비전과 목표설정
•진로로드맵 수립
•Action Plan 작성

참여식

2H

파란만장!
신입사원성공기

•신나는 직업체험 “우리취업했어요!”
•다름의 차이 인식, 호감 주는 직장예절

참여식

2H

•진로갈등 유형과 나의선택
•뭘~해도 괜찮아!

참여식

2H

•열등감! 두려움! 넣어~둬! 넣어~둬!
•자신감 회복을 위한 성공 주문 만들기

참여식

2H

위대한 나의 발견
과목명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교육내용

•노동의 가치와 의미
•행복의 핵심요소와 노동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사명감과 책임감

유형

시간

참여식

2H

•노동의 가치와 필요성
•노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도덕적 행동과 책임감(자아개념)

참여식

위풍당당!
신입사원법률백서

•취업준비생을 위한 핵심 노동법 Quiz
•근로계약의 체결과 계약해지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게 및 부당해고

참여식

현장실습에 필요한
노동법과 산업안전

•현장실습 관련 핵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재해 예방과 보상

참여식

2H

노동법 사용설명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임금지급 4대원칙
•최저임금, 가산임금 및 임금체불 해결방법

참여식

2H

함께하는 노사관계

•노동 기본권과 노동3권
•노사관계 개념과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기능과 상생의 노사관계

참여식

2H

•성희롱의 정의와 유형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참여식

2H

바른인성과
행복한 노동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

내 일 뭐 하지?

2H

2H

진로탐구생활
자신감
JUMP! JUMP!

교육내용

청소년권리보호캠프 ‘권리! in-us’

청소년 진로캠프 Dream Map

노동관 및 노동법 교육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노동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는데 기여

올바른 노동관과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한
진로설계를 통해 주도적인 진로개발역량 강화

학습목표

학습목표

- 노동가치관과 직업윤리에 대해 배우고 올바른 노동관을 확립할 수 있다.

- 올바른 노동관 정립과 자기 주도적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

- 산업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대우 및 차별사례를 알아보고, 자신의 노동인권 및 권리를

-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과목명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노동법 사용설명서

노동시네마
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

과목명

주요내용

•노동의 개념과 의미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사명감과 책임감

•근로계약의 체결과 계약 해지
•미성년 및 여성근로의 보호

•근로시간 및 임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부당해고, 차별대우, 산업재해 등 불법 근로현장 체험
•차별시정 요구와 보상 등 절차와 대처방법 체득
•노사관계의 개념과 노동조합의 기능

•노사관계의 변화와 상생의 문화만들기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노동의 의미와 가치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사명감과 책임감

강점탐구와 직업탐색

•나의 숨은 재능 발견과 강점전환
•미래 유망직업 탐색과 선택

•나의 직업적성과 흥미진단

진로로드맵 &
Action Plan

•진로비전과 목표설정
•비전달성을 위한 긍정메세지 전달

•진로로드맵 수립& Action Plan 작성

신나는 직장문화 체험

•직장문화체험 “우리취업했어요! ”

•다름의 차이 인식, 호감 주는 직장예절

자신감 JUMP! JUMP!

구분

1일차

2일차

조

07:30 ~ 09:00

식

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 (3.0H)

10:00 ~ 11:00

12:00 ~ 13:00
13:00 ~ 14:00

과정안내 (0.5H)
중

식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1.5H)
노동법 사용설명서 (2.0H)

07:30 ~ 09:00

식

과정평가설문/퇴소 (0.5H)

노동시네마 (2.5H)

식

신나는 직장문화 체험 (1.5H)

10:00 ~ 11:00
11:00 ~ 12:00

중

2일차

조

12:00 ~ 13:00
13:00 ~ 14:00

과정안내 (0.5H)
중

식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1.5H)

15:00 ~ 16:00

강점탐구와 직업선택 (2.5H)

16:00 ~ 17:00

16:00 ~ 17:00
17:00 ~ 18:00

1일차

14:00 ~ 15:00

14:00 ~ 15:00
15:00 ~ 16:00

구분

•열등감! 두려움! 넣어~둬! 넣어~둬! •자신감 회복을 위한 성공 주문 만들기

09:00 ~ 10:00

09:00 ~ 10:00

11:00 ~ 12:00

주요내용

17:00 ~ 18:00

진로로드맵&Action Plan (2.0H)

18:00 ~ 19:00

석

식

18:00 ~ 19:00

석

식

19:00 ~ 20:00

(계

속)

19:00 ~ 20:00

(계

속)

자신감 JUMP! JUMP! JUMP! (1.5H)
중

식

과정평가설문/퇴소 (0.5H)

찾아가는 청소년근로권익 교사연수지원

2018년도 청소년캠프 교육일정

활동 중심의 찾아가는 교사연수 지원(2H~4H)으로
학교 단위의 청소년근로권익교육 활성화
- 청소년의 노동가치 인식교육을 위한 활동안내
-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및
아르바이트 보호를 위한 기초 노동법
- 학생들의 장점과 잠재능력을 깨우는 진로상담 기법 등

과목명

교육내용

유형

시간

•노동의 가치 인식 활동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관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법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기법

- ‘노동이 사라진다면?’, ‘노동은 ◯◯ 다’

•노동에 대한 편견 깨기 - ‘근로자는 모두 가난할까?’
•우리 곁에 있는 노동 - ‘우리 동네 노동자 찾기’
•아르바이트 경험 나누기
•근로자성 판단 - ‘누가 누가 근로자일까?’
•노동법 기초 다지기 - 노동법 O/X 퀴즈
•근로계약서 작성 활동 - ‘우리를 지키는 근로계약서’
•진로상담 단계 판단기법(진로결정 수준 파악)
•학생의 장점을 이끌어내는 ‘학생 흥미와 적성 파악’
•행복한 상담을 위한 대화 기법
•위기학생 상담기법

참여식

참여식

참여식

2H

2H

2H

차수

교육일자

차수

교육일자

차수

교육일자

1

04.09(월) ~ 04.10(화)

21

06.20(수) ~ 06.21(목)

41

10.15(월) ~ 10.16(화)

2

04.11(수) ~ 04.12(목)

22

06.25(월) ~ 06.26(화)

42

10.17(수) ~ 10.18(목)

3

04.12(목) ~ 04.13(금)

23

07.02(월) ~ 07.03(화)

43

10.22(월) ~ 10.23(화)

4

04.19(목) ~ 04.20(금)

24

07.04(수) ~ 07.05목)

44

10.24(수) ~ 10.25(목)

5

04.25(수) ~ 04.26(목)

25

07.09(월) ~ 07.10(화)

45

10.29(월) ~ 10.30(화)

6

04.26(목) ~ 04.27(금)

26

07.11(수) ~ 07.12(목)

46

10.31(수) ~ 11.01(목)

7

05.02(수) ~ 05.03(목)

27

07.16(월) ~ 07.17(화)

47

11.05(월) ~ 11.06(화)

8

05.08(화) ~ 05.09(수)

28

07.18(수) ~ 07.19(목)

48

11.07(수) ~ 11.08(목)

9

05.08(화) ~ 05.09(수)

29

07.23(월) ~ 07.24(화)

49

11.14(수) ~ 11.15(목)

10

05.14(월) ~ 05.15(화)

30

07.25(수) ~ 07.26(목)

50

11.15(목) ~ 11.16(금)

11

05.16(수) ~ 05.17(목)

31

08.20(월) ~ 08.21(화)

51

11.19(월) ~ 11.20(화)

12

05.23(수) ~ 05.24(목)

32

08.22(수) ~ 08.23(목)

52

11.21(수) ~ 11.22(목)

13

05.28(월) ~ 05.29(화)

33

09.03(월) ~ 09.04(화)

53

11.26(월) ~ 11.27(화)

14

05.30(수) ~ 05.31(목)

34

09.06(목) ~ 09.07(금)

54

11.28(수) ~ 11.29(목)

15

06.04(월) ~ 06.05(화)

35

09.10(월) ~ 09.11(화)

55

12.03(월) ~ 12.04(화)

16

06.07(목) ~ 06.08(금)

36

09.17(월) ~ 09.18(화)

56

12.05(수) ~ 12.06(목)

17

06.11(월) ~ 06.12(화)

37

09.19(수) ~ 09.20(목)

57

12.10(월) ~ 12.11(화)

18

06.14(목) ~ 06.15(금)

38

10.01(월) ~ 10.02(화)

58

12.12(수) ~ 12.13(목)

19

06.18(월) ~ 06.19(화)

39

10.04(목) ~ 10.05(금)

59

12.17(월) ~ 12.18(화)

20

06.20(수) ~ 06.21(목)

40

10.10(수) ~ 10.11(목)

60

12.19(수) ~ 12.20(목)

주소 (1277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229
학교교육팀(청소년) 031-760-7784,7785,7788
https://youth.koreatech.ac.kr/

사이버교육팀 031-760-77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