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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체 체험학습
직업체험

진로탐구•초등

교사용 지침서 (사전·사후학습)

즐겁게 배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배움이겠지요. 이곳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 가득합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하면서 더 큰 꿈을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신나는 학교, 에버랜드 체험학습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사전학습 교사지침서
• 에버랜드, 아는 만큼 보인다.

관련

교육과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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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생각하기

에버랜드의

-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교과 지식을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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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실05-01]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교과 지식과 관련장소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단계이다.
서로 배우기
- 친구들과 함께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6실05-02]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

서로 상호 교류 하면서 배우는 활동들로 구성된다.
질문하기
- 배운 내용과 관련된 장소를 연관시켜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사전학습 교사지침서
• 에버랜드, 아는 만큼 보인다.

생각하기 단계는 관련 장소와 연관된 관련지식을 확인해보는 단계로 관련 장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이끌어
내는 활동입니다.
에버랜드가테마파크, 수학여행지, 체험학습 장소, 가족 여행지가 아닌 ‘나의 직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떠올려 보며 에버랜드와 관련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에버랜드 직원 증에 나의 얼굴을 넣고 하는 일을 적어보는 활동으로 직업명을 쓰기보다는 ‘하는 일’을
간략하게 서술하도록 안내합니다.
활동 이후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생각
하기

참고자료

테마파크에 취직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과 유사한 마케팅/기획/인사/총무/회계/법무 담당부터 메뉴 개발,
상품 디자인, 콘텐츠(축제/공연 등) 기획, 콘텐츠운영, 어트랙션서비스, 주차 서비스, 그린(청소) 서비스,
티켓/그리팅 서비스, 레스토랑/상품점 매장 운영, 서비스/불만 관리, 파크 품질 관리,
국내/해외 영업 및 판촉, 마스터플랜 수립, 캐릭터 홍보, 파크 디자인 등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동물원과 식물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물 사육사, 사육장 관리, 수의사,
동물 수입 관리 등과 식물 품종개발, 정원 관리 등 더욱 다양한 분야의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 어플리케이션 관리 및 개발 등도 중요한 업무이며 근무자 무대의상 관리자,
어트랙션/시설 기술자, 안전 관리 담당자 등 분야는 정말 많습니다.

서로 배우기 단계에서는 에버랜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을 예로 들어 그 예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이유와 함께 쓰는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활동으로 같은 직업을 선택한 친구들끼리 모여 서로의 이유를 나눠보도록 하면서 나와 같은 흥미와
서로
배우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는 같은 흥미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직업군에 종사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친구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을 조사하여 공유 한 후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에버랜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목록을 만들어보게 하여 선택한 직업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질문
하기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업 선택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작성해봅니다.

사후학습 교사지침서
• 보고 들은 만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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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장소

초등

활동단계

‘보고 듣고’ 보고서 작성하기
- 관련 주제와 연관이 있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에버랜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서로 작성하는 활동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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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실05-01]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2]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

질문 보고서 작성하기
- 학생들이 스스로 생성한 질문을 체험학습 장소를
둘러보며 해결하여 보고서로 작성하는 활동과
체험 경험을 떠올리며 제시된 질문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일기’보고서 작성하기
- 앞의 두 가지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배운 내용과
경험을 떠올리며 최종적으로 ‘일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체험학습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간략하게 보고서로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보고 듣고’
보고서
작성하기

따라서 체험학습 시 사전에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하도록 안내합니다. 기록하는 방법은 필기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스마트폰의 녹음, 사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보고서 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직업 탐색 편에서는 직업 탐색 체험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 설명을 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에버랜드 아는 만큼 보인다」 ‘질문하기’에서 만든 질문 중 3개를 골라 ‘질문 보고서’를 작성 해보는 활동입니다.
질문 보고서
작성하기

사전학습에서 공연 기획자에게 궁금한 점을 인터뷰 질문으로 만든 다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후학습
보고서로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너무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경우, 체험학습 시 시간 상 인터뷰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질문목록을
만들어 에버랜드 담당자의 메일로 보내 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일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일기’보고서
작성하기

일기 보고서에는 사전 활동, 체험활동, 사후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더 궁금한 점 등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일기’보고서는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여 체험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