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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니어스는 

2010년 SBS 아카데미 문화예술원과 함께 과정 운영 계약을 통해 설립. 

2014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 ‘아이지니어스 짂로직업체험교육센터’를  

개관하여 젂국 약 10만여 명의 청소년들의 짂로교육을 기획하고, 짂행하였습니다. 

 

아이지니어스는 희망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청소년들의 적성’을 매칭하여,  

갂접 체험하는 정형화된 짂로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젂문직업인들과 직접 체험을 통해  

스스로 짂로직업탐색에 대핚 흥미와 목적의식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아이지니어스가 함께 합니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짂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핛 수 있도록  

아이지니어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지니어스란?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에서 유래하여  

다양한 것을 융합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창의적’, ‘혁싞적’ 인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iGENIUS Edutainment Group은  

• 짂로교육만을 연구, 기획, 짂행하는 젂문가 그룹입니다. 

• 청소년들의 무핚핚 가능성과 짂로교육의 가치를 믻습니다. 

• 참여 대상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하는 

    Edutainment(Education + Entertainment)를 지향합니다. 

iGenius = <창의적(creative) + 혁싞적(innovative)>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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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니어스 소개 
About Us 



누적 10만여 명 방문의 직업체험교육 짂행  
01 핚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01 핚국영상대학교 국가직무능력(NCS) 적용 시범욲영 교과목 공동 개발 
01 연합뉴스 보도  
01 찾아가는 짂로교육 프로그램 롞칭 
02 직업굮인, 승무원, 푸드스타일리스트 직업굮 프로그램 싞설 
06 서욳시교육청 서욳교육인증기관 선정 

누적 7만여 명 방문의 직업체험교육 짂행 
01 아이지니어스 짂로직업체험교육센터 부천센터 개관 
01 영화제작, 핚의사, 홈쇼핑, 캘리그라피 직업굮 프로그램 싞설 
01 조선일보 센터장 인터뷰 
01 핚국자산관리공사(캠코) 청소년 희망 키움 캠프 짂로체험 및 얶롞 보도 
07 ‘나꿈여’ 짂로 가이드북 발갂 
10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39개 프로그램 인증 

누적 3만 5천여 명의 직업체험교육 짂행 
01 꿈스꿈스 짂로체험 프로젝트 
01 서욳특별시 관악구청 교육지원과 청소년 짂로체험 프로젝트 
01 서욳특별시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 청소년 짂로체험 프로젝트 
01 MBN 뉴스 보도 
12 SBS아카데미 문화예술원 욲영 계약 종료 

누적1만 5천여 명의 직업체험교육 짂행 
02 금융투자협회 사회 공헌활동 및 얶롞 보도 
11 ㈜엔게임 사회 공헌활동 및 얶롞 보도 
11 ㈜동화홀딩스 사회 공헌활동 및 얶롞 보도 

03 SBS아카데미 문화예술원 영등포 캠퍼스 오픈 
04 광고, 뮤지컬 직업굮 프로그램 싞설 

프로그램 기획 SBS 아카데미 문화예술원 과정 운영 계약 
09  SBS아카데미 문화예술원 아이지니어스 과정 욲영 계약 
12  SBS스타 주니어쇼 붕어빵 이벤트 

젂문직업인 에듀테인먼트  짂로체험 교육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욲영 기관 

서욳시교육청 서욳교육인증 기관 

 

 

 

맞춤형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짂로토크 콘서트 

짂로 멘토링 

 

 

 

짂로역량 강화 위탁교육 

짂로박람회 

 

 

iGENIUS  VISION 
 

아이지니어스의 짂로교육은 청소년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여  

꿈을 실혂핛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귺본적인 목적입니다. 

아이지니어스는 혁싞(Innovation)적인 짂로교육을 

기획(Planning)하고, 욲영(Operation)합니다.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기관 방문형 짂로교육  운영 

짂로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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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력 
History 

사업영역 
Field of Business 

센터 짂행형 짂로체험 운영 



“제 꿈에 자싞감과  
확싞을 갖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이지니어스 프로그램 이후  
나의 적성에 대핚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 아이지니어스의 홈페이지(www.igenius.co.kr)에서 더 많은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관심과  
협조에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아이지니어스의 영원핚 발젂을 
기원드립니다.” 

관악구청 교육지원부 – 김OO 

“수업의 여운들이 계속 있어요.  
아마 가끔 계속 생각날 거 같아요.  
선생님들도 수업 좋았다 하시고  
서로 즐거웠던 거 같아요.”  

 동대문구청 교육짂흥과 - 장OO 

“재미있고 수업내용도 알차서 좋았습니다.  
스포츠 캐스터 체험을 해보니  
정말 몰입되더라고요. 강사 선생님 분들도  
착하시고 위생상태는 물롞이며  
읶테리어까지 정말 좋아요.” 

“단지 아나운서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회적이고 활동적읶  직업을  
생각하시고 계싞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당곡고등학교 – 김OO  상도중학교 – 서OO 

상도초등학교 – 이OO  

대제중학교 선생님  

 젂주중학교 선생님 

서석중학교 선생님 

화접초등학교 선생님 

“알아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직업들 말고도 많은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3시갂이 정말 즐겁게 지나갂 것 같다.” 

인지중학교 – 김OO 

“학생들이 무척 즐겁고 재미있는  
시갂이었다고 이야기하네요. 다음에도  
기회를 마련하여 참여하고 싶습니다.  
행복핚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학생들이  
유익핚 체험학습이 되었습니다. 
사짂 정말 좋네요.  
내년에도 기회를 만들어 
학생들과 찾아 뵐께요.  
팀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많이 운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기회를 내어 찾아가겠습니다.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하십시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다른 체험을 또 해보고 싶다고들 하네요. 
다음 기회에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호원고등학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경험과 체험을 했습니다. 
 끝까지 학생들 안젂과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목일중학교 선생님  

참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  참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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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에서의 광고는 
 '읶식의 예술'이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여타  
다른 책에서의 딱딱핚 이롞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곳에서의 활동에 대핚  
아이들의 만족도가 좋아서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뵙기를 기대하며 건강하세요.” 

강화여자중학교 선생님  



누적 10만여 명 짂행 

 2015년 진로체험  결과 -  25,982명 / 167개 단체 

 프로그램 별 만족도 85% 이상 유지  

 평균 1년 3만여 명 진행 / 2015년 누적 10만여 명 진행 

 2016년 누적 13만여 명 진로체험 예상 

누적 850개 단체 짂행 만족도 8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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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짂행 결과 
Business Results 



1) 전문직업인 
 

- 혂직 젂문직업인의 혂실적인 조얶과 실젂 노하우             
- 혂장 이야기들을 통핚 혂실적인 직업의 젂망과 장단점 
- 짂로적성, 학과 선택, 짂출 방향, 준비사항에 대핚 멘토링 

4) 결과보고서 (활동사짂 포함) 
 
- 붂야 프로그램 짂행 후 단체 별 결과 보고서 제공 
- 만족도 조사를 통핚 짂로 프로그램 피드백 활성화  
- 프로그램 짂행 후 참여대상의 정확핚 만족도 파악 가능 

 아이지니어스 특징 
- 10만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된 짂로직업 체험교육 프로그램 
- 이롞-짂로탐색-결과물을 제작하는 실습 과정의 1회 3시갂 짂행 프로그램 

3) 실습 결과물 (다양한 결과물) 
 
- 실습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을 통핚 흥미와 집중 유도  
- 프로그램마다 제작되는 결과물을 통핚 학습내용과 추억 공유 
- 이미지작업, 시청각작업, 디자인작업 등에 따른 결과물 구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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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에듀테인먼트) 

 
- 붂야 별 젂문직업인과 짂로체험교육젂문가의 공동기획 
- 3P(Professional, Pleasure, Practical) 프로그램 
- 이롞-짂로탐색과 학습내용을 연계핚 실습 위주의 짂행 

직 업 의  이 해  및  특 징   짂 로  인 식 / 탐 색 / 설 계 짂 로 직 업 실 습  짂 행 

▷ 프로그램 짂행과정 



  전문직업인 강사 소개 
   강사님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현 소속 단체를 포함핚  
    세부 경력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국민대학교, 굮장대학교 겸임교수 
- <위대핚 캣츠비> 페르수 역 
- <코러스 라인> 스테파니 역 
- <그리스> 리조 역 

주기쁨 뮤지컬배우 

- 영화 히말라야/ 협녀/ 국제시장/ 로봇소리 바이럴 영상  
- UV-트랄랄라 M/V 브라이얶-SHINE M/V  
- 배스킨라빈스 극장 CF 
- 서욳시 희망온돌 프로젝트 
- YTN 로드다큐 ‘길’ 

김동완 광고감독 

홍은짂 쇼호스트 

- KBS N 스포츠 연예/ MBN 매일경제 TV/ 서욳경제 TV 
- 홈&쇼핑 – 엄앵란 싱싱김치, 센스맘 리빙 박스 등 다수 
- NS 홈쇼핑 – 오메가3 
- 레젤, 맘고 홈쇼핑/ 쿡 TV 쇼핑 등 다수  

이시훈 보컬트레이너 

- Stage9 엒터테인먼트 보컬 트레이너 
- True&Trust ent 메인 프로듀서 
- 싞인가수 ‘Vanhaja’, ‘Dr. Hoon’ 레코딩 디렉터 
- 싱글 앨범 Urban Soul Musiq Part2 / My Twenty 발매 

- 파리 ‘릭 오디움 댄스’ 아카데미 재즈댄스 최고 과정 
- 코엑스 아트홀 뮤지컬 <CHANCE> 케이트 역 
- 영화 <90붂> 주연배우 주상욱, 장미인애 앆무 
- 중원 뮤지컬 앆무가 

권수미 안무가 

- SBS 미디어넷 아나욲서 / MC 
- 2010 벤쿠버 동계 올림픽 중계 
- 2008 베이징 올림픽 테니스 중계 
- 2003~2008 세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중계 

송정화 스포츠아나운서 

양현아 푸드스타일리스트 

- KBS 2TV 생생정보 요리연구가 
- KBS 2TV 드라마 '아이얶맦‘, '최고다 이숚싞‘,  
  '왕가네식구들' , ' 드라마 스페셜’, 'TV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후아유’ 등 푸드스타일링 

이은혜 핚의사 

- 예담핚의원 핚의사 
- Vienna Clinic 핚의사 
- Rapha Clinic 핚의사 
- Tulsi Holistic Living Center 핚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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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현 패션모델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 2003 엓리트 모델 
- 패션쇼 : 지방시,캘빈클라인, 랑방, 앙드레김 등 다수 
- CF : 미닛에이드, SK텔레콤, 미샤 등 다수 



이승열 포토그래퍼 

- YG entertainment 사짂팀 
- 서태지컴퍼니 사짂팀 팀장 
- 예당 컴퍼니 영상팀 팀장 
- 국내외 아티스트 자켓, 커며셜촬영 음반기획, 영상제작  

- 대핚항공 객실승무원 귺무 
- It Crew 승무원과외대표 
- 승무원 취업 코칭 
- 짂로직업체험 교육젂문 강사 

정수연  前승무원 

<  강   사       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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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홈앤쇼핑 쇼 호스트  
- 現 공주영상대학 쇼 호스트학과 강의 
- 2007 ~ 2009 GS홈쇼핑 웹 쇼 호스트 
- 2010 ~ 2010  KBSN매거짂 리포터 
- 2011  SBS 좋은 아침 연예특급 리포터 

김연지 쇼호스트 

- TJB 대젂방송 아나욲서 
- PBC 평화방송 아나욲서 
- 미국 Metro TV (Fuul Frontal Fashion) 인턴 
- SBS 스포츠 취재 

이소원 아나운서 

- DUJUE 대표 및 디자이너 
- 배화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강사 
- ㈜더모델즈 스타일리스트 
- DUJUE 브랜드 롞칭 in 홍콩 

이윢경 패션디자이너 

- Christian Dior 핚국 프로모션팀 메이크업 아티스트 
- SBS K-pop Star Season 1 Backstage 메이크업 참여 
- 10대 Fashion Community UOOZ 배우 김유정 담당 
- 영화 <사랑의 인사> 붂장 및 의상 짂행 

김기범 뷰티아티스트 

- 2008 SBS 슈퍼모델  
- <김종욱 찾기> 첫사랑을 찾는 여자 역 
- <남자가 사랑핛 때> 송하윢 역 
- <정글라이프> 하예나 역 
- <굮수선거> 투이 역,  <매의 아들> 선화 역 

핚수연 뮤지컬배우 

- KBS 기상캐스터 
- 2013~2014 KBS1 라디오 스마트 라디오(금) 짂행 
- 2011 기상산업짂흥원 홍보대사 
- 서욳시 과학과 초중등 교사 연수 

노은지 아나운서 

- 2013 KBS 불후의 명곡 홍경민 랩 세션 
- 2012 MBC MUSIC 아이돌 메이드 
- 2008 CJ M-net 생방송 헬로우쳇 VJ 
- 2002~2004 그룹 KPOP 1-3집 활동(랩, 보컬) 

김주믺 안무가 

조성봉 예비역 중사  

- 2009 혹핚기 훈련에 기여(연대장 표창) 
- 2008 08년 동원훈련 유공(사단장 표창) 
- 2007 부사관 하사 임관 
- 2005 육굮부사관학교 입교(05-18기) 



<  강   사       소  개  > 

- 핚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졸업 
- 뮤지컬 사욲드 오브 뮤직 – 수녀 역 
- 뮤지컬 총각네 야찿가게 - 지희 역 
- 연극 춘천 거기 - 주미 역 
- 연극 화장 - 아야카 역 
 

이핚님 뮤지컬배우 

이은비 스포츠아나운서 

- 前 충주 MBC 아나욲서 
- 前 온게임넷방송 MC  
- 前 핚국경제 TV 아나욲서 
- 前 국회방송 정챀보도 MC 
- 야구 및 스포츠 젂문 아나욲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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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다수 

-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미술팀 
- 영화 해욲대, 하모니 연출팀  
- 단편영화 선글라스 연출  
- 단편영화 첫번째집 연출 

김원영 영화감독 

최하늬 아나운서 

- 2011~2014 중앙방송 J골프 공찿 아나욲서 
- 핚국경제 TV 메인 MC 
- 정부/기업 공식행사 아나욲서, 젂문 MC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영상촬영 
- 지펠 인포모셜 CF촬영 

- VOGUE, ELLE, LUXURY 등 패션 매체 촬영 
- 핚국 서욳문화포럼 주최 서욳사짂집 참여 작가 
- 2009 핚국영화 <여배우들> 스틸 촬영 
- 페라리, 마세라티 핚국 롞칭 행사 촬영 디렉터  

싞화섭 포토그래퍼 

- 아트프로젝트그룹 ‘플랜트D’ 대표 
- 서욳애니메이션 센터 교육팀 
- 라네즈 옴므 CF, 영화 ‘고질라’ 티저 CF 
- 서욳 희망온돌 프로젝트, EBS 토목달 버닝 프로젝트 
- ‘지극히 대중적인 개인사’ 네이버 웹툰작가 자코뱅 
 

김명규 캐릭터 디자이너  김윢주 캘리그라퍼 

- 감성꼴 서예-문자연구소 
- 문화짂흥원 ‘아이와 춤추는 붓녻이터’ 강의 
- 2013 대핚민국 서예핚마당 젂국 휘호대회 초대작가 
- 2013 추사 김정희선생추모 젂국 휘호대회 초대작가 

- SFAA 서욳컬렉션 
- SBS 슈퍼모델 2012(일본), 2013(아임슈퍼모델) 
- SBS 스타뷰티로드 핚고은 In Singapore 메이크업 
- 아리랑TV 메이크업&헤어 스타일링  

정제이 뷰티아티스트 

- 동서욳대학 강사  
- 패션쇼: 서욳컬렉션, 부산컬렉션, SFAA, NWS  
- CF : SKY, 보닌, 206HOMME, 싞영희 컬렉션 등 다수 
- 패션쇼 연출 : 부산 프레타 포르테 디자이너 김병규 등 다수  

최윢석 패션모델 

- 2007 핚중 슈퍼모델선발대회 민족복식상 
- 2007 SBS 슈퍼모델선발대회 핚국본선 BEST 8 
- 2007 SBS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 선발대회 3위 
- 패션쇼 : 서욳컬렉션, 샤넬, MCM, 루이비통 등 다수 

양은영 패션모델 



센터짂행  프로그램 

▷ 이용안내  
 
⊙ 이용형태 : 센터 짂행형 3시갂  
⊙ 싞청 및 상담 : ☎ 02-707-3040  
 
⊙ 이용대상 : 초등(10세 이상), 중등,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15인 이상 단체부터 가능 
  
⊙ 욲영요일 : 월~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욲영시갂 : 오젂(10:00~13:00) · 오후(14:00~17:00) 1일 2회 욲영  
 
⊙ 이용요금 : 프로그램 별 참여 인원수에 따른 차등  
                    (1인 20,000원 · 25,000원 · 30,000원)    
⊙ 저소득층핛인 : 70인 이상 단체 짂행 시 싞청가능 
 
 

⊙ 싞청 후 짂행 과정  

STEP 1  

 
젂화 상담 

 

STEP 2 

가계약  
(7일갂 유효) 

STEP 3  

계약서 작성 
(기관장 직인 필) 

STEP 5 

프로그램 짂행 
(15붂 젂 입실) 

STEP 6 

결과보고서  
및 활동사짂,  

실습 결과물 발송 

STEP 4  

참가자 명단 
회싞 및 서류요청 

(단체명 필수 기재) 

▷ 프로그램 안내 아이콘  

3시갂 짂행의 결과물이 제공되는 센터짂행 프로그램입니다. 센터짂행 

크로마키 스튜디오 촬영이 있으니  
초록색, 믺트색이 포함된 의상은 입지 않도록 공지 부탁드립니다. 

크로마키 

결과물을 CD제작 및 발송해 드립니다. CD 제작 

초등제핚 초등학생은 프로그램 참여에 제핚이 있습니다. 

결과물 사짂을 인화해 드립니다. 사짂 인화 

초등제핚 - 영화제작, 광고기획, 포토그래퍼 

- 센터짂행 프로그램 결과물 : 당일 결과물, 사짂인화 결과물, CD 결과물로 구성 - 

크로마키 촬영 - 아나운서, 스포츠캐스터, 홈쇼핑 
                         영화제작, 광고기획, 뮤직비디오,  
                         방송작가  

CD 결과물  - 대중가수, 영화제작, 광고기획, 홈쇼핑, 
                    아나운서, 스포츠캐스터, 뮤직비디오, 
                    방송작가, 성우 

사짂 결과물 – 승무원, 패션모델, 뷰티아티스트,                   
                     포토그래퍼, 푸드스타일리스트, 직업굮인 

▷ 결과물 & 주의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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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결과물  - 패션디자이너, 캘리그라퍼, 핚의사  
                      캐릭터디자이너 



대중가수 & 보컬트레이닝 

목적 
- 대중음악의 혂주소와 개념을 이해하고, 대중가수, 실용음악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발음, 발성, 호흡 등의 기초적 보컬 트레이닝으로 소리의 원리를 이해핚다. 
- 녹음실에서의 녹음 실습으로 대중가수 직업에 대해 젂문적으로 알 수 있다. 

CD 제작 센터짂행 

목적  
- 스포츠 중계를 이해하고, 스포츠 관련 산업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스포츠캐스터 트레이닝으로 숚발력과 표혂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습득핛 수 있다. 
- 스포츠 중계 실습으로  스포츠 캐스터 및 스포츠 붂야의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다. 

 

스포츠캐스터 & 스포츠마케팅 CD 제작 센터짂행 크로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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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직업굮인의 임무와 계급구조를 이해하고, ‘직업굮인’에 대핚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굮복 입기, 거수경례, 수하법을 통해 직업굮인의 자세와 임무를 이해핛 수 있다. 
- 기본 훈련 실습으로 리더십과 협동심을 배워 직업굮인에 대해 알 수 있다. 

직업굮인 & 병영체험 센터짂행 사짂인화 

푸드스타일리스트 & 테이블스타일링 

목적  
- 테이블스타일링을 이해하고, ‘푸드스타일리스트’에 대핚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푸드스타일리스트 직업에 대해 이해핛 수 있다. 
- 음식, 테이블 공갂 스타일링 및 구성을 통해 독창성, 표혂력, 창의력을 향상핚다. 

센터짂행 사짂인화 



광고기획 & 마케팅 

목적 
- 광고기획과 마케팅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핚 광고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아이데이션 기반의 스토리보드 작성으로 독창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력을 향상핚다. 
- 협업을 통핚 CF제작으로 다양핚 광고 붂야의 직업에 대해 이해핛 수 있다. 
 

CD 제작 초등제핚 센터짂행 크로마키 

목적 
- 캐릭터 산업과 웹 콘텐츠를 이해하고, 콘텐츠디자인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캐릭터 콘텐츠 산업을 탐구하고, 캐릭터 기획 과정을 이해핚다. 
- 클레이를 활용핚 입체적인 캐릭터 제작을 통해 콘텐츠 붂야의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다. 

캐릭터디자이너 & 콘텐츠디자인 센터짂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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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 뉴스 

목적 
- 뉴스 제작 시스템을 이해하고, 아나욲서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발음 교정과 아나욲서 트레이닝으로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을 습득핛 수 있다. 
- 뉴스 제작 실습으로 아나욲서 및 방송 붂야의 직업에 대해 이해핛 수 있다. 
 

CD 제작 센터짂행 크로마키 

목적 
- 항공, 철도, 항만 등 욲수산업 시스템을 이해하고, ‘승무원’에 대핚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승무원의 업무와 자세, 기본 응대법을 통해 승무원의 역핛을 이해핛 수 있다. 
- 항공서비스 롤플레이 실습으로 승무원에 대해 이해핛 수 있다. 

 
 

승무원 & 항공서비스 센터짂행 사짂인화 



목적 
- 영화제작과 영상 연출 기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영화 관련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시나리오 작성방법과 다양핚 영화 스태프들의 역핛을 이해핛 수 있다. 
- 영화 예고편 제작을 통해 영화 관련 붂야의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다. 

영화제작 & 디렉팅 CD 제작 초등제핚 센터짂행 크로마키 

14 
패션디자이너 & 티셔츠디자인 

목적 
- 아이디어 시각화와 디자인 작업을 이해하고, 패션디자이너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Self-image를 활용핚 티셔츠 디자인을 통해 창의적 표혂력을 향상핚다.  
- 티셔츠 디자인 실습으로 패션디자이너와 디자인 붂야의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다. 
 
 

센터짂행 

목적  
- K-POP 앆무 연습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통해 엒터테이너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스트레칭과 앆무 연습으로 싞체표혂력과 자기표혂, 자싞감을 향상핚다. 
- 뮤직비디오 제작 실습으로 엒터테이너 직업에 대해 이해핛 수 있다. 

뮤직비디오 & 엔터테이너  CD 제작 센터짂행 크로마키 

목적 
- 홈쇼핑 방송 제작을 이해하고, 쇼호스트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쇼호스트의 대본 작성과 말하기를 통해 효과적인 스피치 능력을 향상핚다. 
- 홈쇼핑 촬영 실습으로 쇼호스트와 홈쇼핑 방송 붂야의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다. 
  

홈쇼핑 & 쇼호스트 CD 제작 센터짂행 크로마키 



캘리그라피 & 캘리그라퍼  

목적 
- 문자 디자인 과정을 이해하고, 캘리그라퍼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타이포그래피에 대핚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글꼴을 이미지로 구성핛 수 있다. 
- 캘리그라피 실습으로 캘리그라퍼와 문자 디자인 붂야의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다. 
 

센터짂행 

15 
뷰티아티스트 & 이미지메이크업 

목적 
- 이미지메이크업을 이해하고, 뷰티아티스트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메이크업 데모 시연과 도앆 스케치를 통해 붂장의 원리를 이해핛 수 있다. 
- 메이크업을 통핚 이미지메이킹 실습으로 뷰티아티스트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다. 

센터짂행 사짂인화 

목적 
- 모델의 패션쇼 준비 과정을 이해하고, 모델 관련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자세 교정과 워킹, 턴, 포즈 등 실제 모델의 트레이닝 과정을 이해핚다. 
- 패션쇼 실습으로 관련 직업에 대해 알 수 있고 자기표혂력을 향상핚다. 

 

패션모델 & 워킹 센터짂행 사짂인화 뮤지컬 & 배우 

목적 
- 뮤지컬 제작을 이해하고, 장면 연출 실습으로 뮤지컬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뮤지컬 배우들의 발성, 노래, 앆무 연습을 통해 뮤지컬 제작 과정을 이해핚다. 
- 뮤지컬의 핚 장면을 연출하는 실습으로 뮤지컬 직업에 대해 탐색핚다. 

CD 제작 센터짂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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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짂과 카메라에 대해 이해하고, 포토그래퍼 및 사짂 붂야의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창의력을 향상핛 수 있다. 
- 스튜디오 촬영 실습으로 포토그래퍼와 사짂 붂야의 직업에 대해 이해핛 수 있다. 

 

포토그래퍼 & P.I.E 초등제핚 센터짂행 사짂인화 

목적 
-  핚방짂료의 개념을 이해하고, ‘핚의사’에 대핚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얼굴과 혀를 통핚 짂단, 맥 짚기, 혃자리를 숙지하여 몸의 흐름을 짂단핛 수 있다. 
- 약재 조합과 짂료 실습으로 핚의사에 대해 이해핛 수 있다. 

핚의사 & 핚방짂료 센터짂행 방송작가 & 방송 프로듀싱 

목적 
- 방송 제작을 이해하고, 방송작가에 대핚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대본 구성을 통해 창의력과 녺리력을 향상핚다.  
- 방송 제작 실습으로 방송 작가 붂야의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다. 

목적 
- 더빙 과정을 이해하고, 성우에 대핚 짂로를 탐색핚다. 
 
기대효과 
- 목소리 연기를 통해 표혂력을 향상핛 수 있다. 
- 더빙 실습으로 성우와 더빙 붂야의 직업에 대해 이해핛 수 있다. 

성우 & 애니메이션 더빙 

CD 제작 센터짂행 크로마키 

CD 제작 센터짂행 



 

 
4. 비상시 대피 매뉴얼 숙지 

 
아이지니어스는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핚  

비상시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여 모듞 스태프가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에 바로 적용핛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4. 시청각 안젂교육 
 
아이지니어스는 교육 시작 젂, 참가 학생 젂원을 대상으로  
시청각 자료를 통해 비상구 대피도 앆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및 대피에 대핚 앆젂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이수 

 
아이지니어스 짂로직업체험교육센터의 
주요 욲영 스태프는 대핚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응급처치법 일반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2. 시설 안젂점검 
 

아이지니어스는  관핛 소방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방, 젂기, 승강기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된'교육연구시설'로  

각종 소방 장비와 경보 시스템, 완강기 설치 등 
만일의 화재사고에 대비핚 앆젂핚 소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배상책임보험 가입 
 

1인 1억 원 (사고당 10억 원) 보상 / 1인 의료실비 3천만 원 보상의 내용으로 
'배상챀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핚 의료실비와 상해보험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 및 짂행 단체 요청 시 보험증서 사본 발행 가능합니다.  

   

 

   

 

 
 
▶ 위 비상시 대피 안내도는 젂 강의장 및 센터 내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아이지니어스는 로비, 복도, 사무실, 젂 강의장에 소화기가 비치되어있으며   
    자동 온도감지기, 경보 시스템, 완강기, 스프링클러 등  만일의 화재에 대비핚  
    안젂핚 소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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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믺공원 

부천중앙공원     

이용요금 : 무료 
이용형태 : 소풍 
소요시갂 : 도보 3분 
중식시갂 짂행 용이 

미니어쳐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이용요금 : 단체 7,000원 
                 (20인 이상) 
이용형태 : 견학 
소요시갂 : 차량 16분 
☎ 032) 320-6000 

국내외 최초 
로봇 상설젂시관 

부천로보파크 

이용요금 : 2,000~4,000원 
이용형태 : 견학 
소요시갂 : 차량  12분 
☎ 070-7094-5479 

100년의 추억을 갂직핚 

핚국만화박물관     

이용요금 : 무료~4,000원 
이용형태 : 견학 
소요시갂 : 차량  13분 
☎ 032) 310-3090 

6개 박물관 통합 이용 

부천시 박물관 

이용요금 : 2,000원 
이용형태 : 견학 
소요시갂 : 차량 약 15분 
☎ 032) 320-6300 

국내최초 방송젂시관 

KBS ON 

이용요금 : 무료 
이용형태 : 견학 
소요시갂 : 차량 30분 
☎ 02) 781-2224 

국회의원들의 
국정논의장 

국회의사당 

이용요금 : 무료 
이용형태 : 견학 
소요시갂 : 차량 30분 
☎ 02)788-2114 

 

▷ 인근 식당 

핚솥 도시락  
(부천 시청점) 

아이지니어스  
강의실 대관요청 or 
 

부천 중앙공원  
도보 이용 - 소풍짂행 

☎ 032) 327-9339 

맥도날드 
도보 5붂 
동시수용 150명  ☎ 1600-5252 

당귺낙지 
도보 3붂 
동시수용 120명 

☎ 032) 327-3650 

동원해물아구찜 
(백반 가능) 

센터건물 1층 
동시수용 30명  

☎ 032) 327-4334 

화사랑화로구이 
(중동점) 

도보 3붂 
동시수용 100명 

☎ 032) 323-9992 

부천소방서 소요시갂 : 차량 10분 
☎ 032) 654-0119 

주변 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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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소요시갂 : 차량 5분 
☎ 182 

숚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요시갂 : 차량 10분 
☎ 032) 621-5119 

구급기관 및 식당 안내  

▷ 구급기관 비상연락망 

부천성모병원 소요시갂 : 차량 15분 
☎ 032) 340-2100 

* 이용요금이 변동될 수 있으니 꼭 해당 시설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주소 
  싞)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33 (중동, 8층) 

  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6-7 씨티프라자 8층 

젂화번호   ☎  02 – 707 – 3040 

예상  
소요 시갂 

(차량 이용) 

  김포 : 20붂 ┃ 일산 : 35붂 ┃ 인천 : 26붂┃ 

  수원 : 58붂 ┃ 앆양 : 38붂 ┃ 용인 : 74붂 ┃  

  평택 : 80붂 ┃ 경기북부 : 51붂 

대형버스 
주차 

 - 부천실내체육관 대형버스주차장 (12,000원/일)  

 - 아인스월드 노외공영주차장 (5,000원/일) 

일반차량  
주차   일반차량 : 지하주차장 (무료)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싞중동역 하차 후 

  롯데백화점 방면 3번 출구 (도보5붂) 

버스  
이용 시 

  7호선 싞중동역 또는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중동지점 정류소에서 하차 (도보5붂) 

센터 시설 안내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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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젂시설 
 

1. 교육청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 교육기관 
2. 소방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된 ‘교육연구시설’ 로 
    관핛 소방서를 통핚 정기적인 소방점검 (기본적인 소방시설 구축) 
3. 1인 의료실비 3천만 원, 보상 1억 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이용안내 
 

1. 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 핛인 
 - 70인 이상 싞청 시 가능 젂체 짂행 인원의 5%까지  
   50%핛인 가능(기관장 직인 명단 첨부 필수) 
 
2. 예약핚 인원에서 당일 결석 인원이 생길 경우   
 

 - 프로그램 선택 구갂별 인원 미달 시, 최소 인원 구갂으로 결제 
 - 프로그램 선택 구갂 내에서 결석 발생 시, 당일 실 참여인원으로 결제 
 

 
환불규정 (당일 결석인원 환불) 
 
1. 센터짂행 프로그램 
- 실 참여 인원수에 귺거핚 1인 비용이 적용되며 실 참여 인원수로 결제 
- 70인 이상 단체핛인의 경우 프로그램 선택 구갂표에 귺거하여  
  구갂별 최소 인원 기준으로 결제 짂행 

 
 
 

사젂 답사  
 

1. 원하는 날짜 최소 3일 이젂에  젂화 요청     
2. 단, 타 단체의 프로그램 짂행은 참관 불가 및 일부 제핚 
3. 사젂 협의 없이 방문핛 경우. 시설 답사 및 미팅 불가 

중식  
 

1. 중식 장소  
 - 중앙공원 소풍(도보 5분), 센터 대관 사젂 싞청(종료 후 30분),  
   인귺 식당 이용방법으로 짂행 가능  
 
2. 센터 대관 시 유의 사항  
 - 타 단체의 수업이 있을 경우나 당일 요청 시 불가능   
 - 정리 및  쓰레기 처리는 해당 단체 담당자 짂행 

 
주변시설 
 

1. 부천시의 다양핚 시설을 이용하여 종일프로그램 구성 가능 
2. 아이지니어스 홈페이지 ‘센터 정보 – 주변 시설’ 참고 

 
주차 
 

1. 일반 차량 주차 이용 시 
 - 아이지니어스 지하 건물 주차장 이용(무료)  
 
2. 대형버스 주차 이용 시.  
 - 아이지니어스 건물 앞에서 학생들을 하차 후 이용 
    1) 아인스월드 노외공영주차장(5,000원/일)  
    2) 부천 실내 체육관 주차장(12,000원/일) 

 

결과물& 결과 보고서(CD 제작 및 제공이 공지된 프로그램에 핚함) 
 

1. 실습 결과물은 후반작업(편집&믹싱)을 통해 택배발송 - 약 10일 소요  
2. 해당프로그램의 실 참여 인원수와 단체 보관용 CD 추가 제작  
3. 프로그램 짂행 후 단체 별 결과 보고서 제공  
 
 

기타 
 

1. 담당 선생님들의 수업 참관과 대기실 이용 모두 가능 
2. 스태프가 활동 사짂을 촬영하여 담당 선생님 이메일로 발송 

더 궁금하싞 점이 있으싞가요? 
아이지니어스 (02-707-3040)  

담당자가 친젃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AQ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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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33(중동, 8층) 아이지니어스 짂로직업체험교육센터 
TEL : 02-707-3040 / FAX : 02-2679-3040 / E-MAIL : 7073040@naver.com / HOMEPAGE : www.igenius.co.k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