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기간 ㅣ 2014년 1월 8일(수) ~2월 26일 (수) ※ 매주 수, 토요일에만 진행

대      상 ㅣ 중, 고등학교 / 청소년 단체 및 시설

참가인원 ㅣ 각 학교당 15~60명 ※ 신청시 최소 10명 이상 참가가능

진행시간 ㅣ 1회 2시간

참가비용 ㅣ 수   무료  /  토   1인     8,000원

결제방법 ㅣ 계좌이체, 현장접수만 가능

참가신청 ㅣ 전화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 02-3151-0563~4)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체험학습으로 청소년 일일직업체험학습을 이번 겨울방학동안 진행합니다.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일일 체험학습은 직업의 세계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설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학교나 각종 단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일 2시간으로 진행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가능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에 대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평일 체험학습 진행은 수소버스를 타고 하늘공원에 있는 수소스테이션, 자원회수시설을 둘러보는 

‘이야기가 있는 에코투어’로 진행이 되며, 주말 체험학습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만 체험해 볼 수 있는 

에너지 보드게임  ‘출발! 드림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전시관 해설과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들어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드는 ‘태양광자동차’ 만들기를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5 UN미래보고서가 제시한 

환경·에너지 분야의 
미래 유망직업 공개!

응답하라 ! 겨울방학           ! 
청소년 일일 직업체험학습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업알아보기!

올 겨울 방학!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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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안내

프로그램 안내

   취업전망이 좋은 직업
태양광/열 발전연구 및 개발자

바이오에너지 연구 및 개발자 등

평일 수요일 청소년 일일 직업체험

이야기가 있는 에코투어
주말 토요일 청소년 일일 직업체험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14:00 ~ 14:30

14:40 ~ 15:40 

15:40 ~ 15:5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층 전시관람

이야기가 있는 에코투어 진행

신재생직업체험관련 보고서 쓰기

무료 8,000원

10:00 ~ 10:40
10:40 ~ 11:10
11:10 ~ 11:40
11:40 ~ 11:50

[ 출발~!드림이 ] 보드게임 진행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층 전시관람

[태양광 자동차 ] 만들기 체험

신재생직업체험관련 보고서 쓰기

탄소 배출 점검 기록 전문가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우주 관리인

에너지 수확 전문가

제 4세대 핵발전 전문가

날씨 조절 관리자

극초음속 비행기 기술자

환경병 컨설턴트

미세조류 전문가

수소연료전지 전문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Seoul Energy Dream Cent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5-3 평화의 공원 내 위치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 역 1번 출구 도보 20분 내  Tel. 02)3151-0562  Fax. 02)3151-0565
홈페이지  www. seouledc.or.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sedc3151 이메일  seouledc@seouledc.or.kr

서울에
너지드림센터 체험학습소개



친환경 전기버스와~

     수소연료전지버스를 타고~

              떠
나요~~♪

씽씽~ 햇빛으로 달려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다시 에너지로 재활용되는       신기한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14:00 ~ 14:30
14:40 ~ 15:40 
15:40 ~ 15:50

드림센터 1층 전시관람

이야기가 있는 에코투어 진행

신재생직업체험 보고서 쓰기

8,000원

10:00 ~ 10:40
10:40 ~ 11:10
11:10 ~ 11:40
11:40 ~ 11:50

[ 출발~!드림이 ] 보드게임 진행

드림센터 1층 전시관람

[태양광 자동차 ] 만들기 체험

신재생직업체험 보고서 쓰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Seoul Energy Dream Center

프로그램 관련 사진

수소충전소

태양광자동차로 경주하기

출발드림이 보드게임체험

앞으로 곧 펼쳐질 
     수소에너지에 대한             미래 이야기♬

H2

에코투어는 드림센터에서 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요.  무한한 가능성

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수소 이야기,

폐기물이 다시 자원에너지가 되는 

이야기를 드림센터의 에너지 해설사! 

에너지드리머가 여러분과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을 타고 난지도 일대

에너지 및 환경시설물을 견학하는 

체험학습입니다.  유익한 에너지교육

체험! 바로 드림센터 에코투어 입니다!

태양광 자동차는 말 그대로 태양빛을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와 건전지가 없이 오직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즐거운 만들기 체험이에요! 

완성한 후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경주도 해볼까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상암수소스테이션 연료전지발전소 마포자원회수시설

출발~드림이~!는 
어떤건가요?

무료프로그램 진행  (수요일)

프로그램 진행  (토요일)

출발 드림이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보드게임형 체험입니다. 

게임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너지 카드를 많이 얻는 사람과 1등으로 골인 

지점에 들어온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죠~!

알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다면

게임에 승리하기 더욱 쉽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