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학교밖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 결과 공유 

2017. 1. 20 

http://psae.or.kr/


1. 개요 

 교육 향유자 
  - 연령 : 18세~22세 
  -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마친 학교밖청소년 
   - 15명  
 
 사회적경제기업 
   - 10곳 
 
 교육기간 : 2016년 4월~2016년 11월 
   

 목적 : 학교밖청소년의 사회적경제로 진로설정 및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출 지원 
             대안학교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누가 : 대안교육연대, 사회적기업 사람마중 



2. 필요성 

학교밖청소년 

대안적 삶에 대한 교육 받음 

대안적 삶을 살고자 함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 

불안정한 생활과 빈곤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대안적 삶에 대

해 지도함 

사회적경제에 대해 제한된 

인지와 인식 

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로 진

로설정 및 진출 관련 교육과 

지도를 하지 못함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배제자인 학교밖청소

년에 대한 인지 및 인식 부족 

차기 인재 육성에 대해 고민 

많음 

학교밖청소년이 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로를 만들

지 못함 



4. 기대했던 효과(목적) 

 대안학교 청소년이 대안적 삶으로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함. 

 사회적경제기업(가)이 대안학교 청소년에 대해 인지하고, 교류와 기회 경로를 

잘 준비 하도록 함.  

 대안학교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함.  

 다른 유형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영감 

 



5. 교육의 틀  

사회 혁신:1학기 

마인드 

직업진로:2학기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 
기업(가) 
만남 

마인드 일경험 프로젝트 

기업, 보상, 
노동관계, 
조직문화, 
기업가정신,

지배구조
(정체성) 

잡미팅, 
견학, 

직무연수, 
인턴 

주제별 팀 
수행 

개인 관계 



구분 

6. 평가 

•쇼셜 마인드 : 매우 좋음 

•사회적경제 이해 : 부족 

•직업진로 : 부족 

•프로그램 만족도 : 좋음 

교육생 

•교육생에 대한 평가 : 매우 만족 

•지속 참여에 대한 의사 : 적극 참여 

•교육생 맞은 준비 : 부족 

사회적경

제기업 



7. 교육생의 특성  

 개인의 꿈(진로)과 사회(공동체)의 꿈(시대정신)을 융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융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 자기 중심성/관계 태도 좋음 

 일에 대해 주요한 일과 잡일로 구분 

 ‘과제’와 ‘과업’을 구분하지 못함. 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음  

 ‘교육’과 ‘노동’을 구분하지 못함. 

 직무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 능력 부족 

 



7. 향 후 계획  

대안학교 내 프로그램 

일경험 
잡미팅,견학,직무연수, 

인턴 

대안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직업진로마
인드 

기업, 보상, 노동관계, 조직문화, 
기업가정신,지배구조(정체성) 

이론 및 사례, 행사참여, 
사회적경제기업 과 관계 맺기 

과업형 
프로젝트 

사회적 의미, 사회적경제조직
과 대안학교 협업  

교사 연수 
프로그램 수행 

학교 내 정규  
커리큘럼화 

탈학교 청소년의 학점 인정 프로그
램과 연계하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