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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체험활동

넌 어느별에서 왔니?
성향검사앱(넌 어느별에서 왔니)을 통한 간단한 검사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볼수 있으며, 

자신과 친구의 성향을 스티커 활동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대        상 :  학생 및 학교 / 학부모교육

· 수업형태 : 2~5차시 (학교별 맟춤형 진행 가능)

· 추천학년 : 초등4학년 이상, 중등, 고등, 학부모

나의 별을 찾아라 페이퍼토이 만들기 3 친구(가족)이해하기 4 성향별토론

교육문의. 0505-604-6604

체험활동 1 심리성향 앱

사람의 성향을 8가지 캐릭터로

알려주는 앱을 통해 자신의 성격특징과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활동입니다.

나와 타인의 강점과 약점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체험형 활동입니다.

체험활동 3 성향비교표 & 캐릭터스티커

체험활동 2 나의 성향 페이퍼토이

풀과 가위가 필요 없는 조립식 페이퍼토이!

만들기 할동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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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체험활동

체험활동 내역

체험활동 사진

교육문의. 0505-604-6604

경기도 이천 대서초등학교 인성교육체험활동 3~6학년  대상 

함평 신광중학교 인성교육체험활동 2,3학년  대상

부산 밀성중학교 인성교육체험활동 1~3학년 학급임원 대상

인천중학교 인성교육체험활동  1,3학년  대상

경북 안동 온혜초등학교 인성교육체험활동 전교생 대상 

충북 영동군 영동중학교 인성교육체험활동  1학년 대상

남원 운봉중학교 인성교육체험활동  1학년 대상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체험활동

광주첨단고등학교 체험활동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체험활동

신안 임자고등학교 체험활동 1학년 대상

장성 삼서초등학교 체험활동

구례산동중학교 1,2,3학년 ‘인성키움나눔캠프’ 인성교육체험활동

경기 청산중하교 2,3학년 인성교육체험활동

전주인후초등하교 4~6학년 각반 어린이회장 22명대상 체험활동

신북중학교, 함평월야중학교 연합 인성교육체험활동

부모자년간 성향비교체헐활동(나주금천중학교)

남평중학교 1학년 대상 인성체험활동

나주 금천중학교 1학년 대상 인성체험활동

나주 빛가람 중학교1학년 대상 인성체험활동

곡성 옥과초등학교 4~6학년 인성교육체험활동

광주극락초등학교 4~6학년 인성교육체험활동

나주금천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체험활동

목표영화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체험활동

2018~2019년 조선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전 교육



진로적성체험활동

내 맘대로 꿈 이야기
4차산업시대, 인공지능에 의한 직업의 축소와 직업관의 변화에 맞춰 올바른 직업의 이해와 자신의 꿈(직업)을 

찾아가는 체험활동으로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고 적성(성향)에 맞는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체험형 진로교육

· 대        상 : 적성에 따른 꿈 설계가 필요한 학생 및 학교

· 수업형태 : 2~3차시 (학교별 맟춤형 진행 가능)

· 추천학년 : 초등4학년 이상, 중등, 고등

01 나의 별을 찾아라 02 나의 프로파일링 03 나의 꿈(목표) 설계

교육문의. 0505-604-6604

체험활동 1 적성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자신의 꿈을 시각화하여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꿈(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향 및 목표 설계

 - 나의 꿈 액자 만들기

 - 내 맘대로 꿈 발표

체험활동 3 나의 꿈 설계/꿈액자만들기

체험활동 2 꿈(목표) 설정

 - 현재와 미래의 인공지능

 - 인공지능시대의 직업

 - 적성(성향)검사를 통한 자기이해(장점파악)

 - 4차산업시대 분야별 직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사례  

 - 꿈, 직업에 대한 생각

 - 꿈(목표)인식 



진로적성체험활동

체험활동 내역

 체험활동 사진

교육문의. 0505-604-6604

광양 중마고, 광영고, 제철고 ‘공학스쿨 프로그램’ 진로적성체험활동 진행

남원3개 초등학교 연합 내 맘대로 꿈이야기(보철초, 사매초, 덕과초)

경기 청산중학교 1~2학년 대상 진로적성체험활동 진행

남원 4개 중학교 연합1학년 대상 인성교육체험



소바세 협력기관

테크빌교육(주)-  즐거운 학교

교육문의. 0505-604-6604

http://www.njoyschoo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