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KB희망캠프는?
KB희망캠프는 장애유형과 특수성을 고려한 전국 유일의 장애청소년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중·고·대학생 장애청소년이 대학생 멘토와 1:1 짝을 이뤄 스스로 구체
적인 진로 행동계획을 세우고, 탐색하며, 실천해보는 과정을 경험하는 장애청소년
진로멘토링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부터 7년 동안 장애청소년 710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6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KB희망캠프를 통해 멘티와 멘토는 꿈을 찾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사업개요
가. 활동기간 : 2019년 5월 ~ 12월
나. 대상
○ 멘티 :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해보고 싶은 중·고·대 장애청소년 100명
○ 멘토 : 장애청소년의 진로탐색을 함께 할 열의를 가진 대학생·대학원생 100명
다. 주요내용 : 장애청소년 개인별 진로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1:1 맞춤형 진로 멘토링
- 오리엔테이션(5월): 멘티-멘토 첫 만남, 장기적 멘토링 활동의 이해
- 사전멘토링(6~7월): 멘티-멘토 관계형성, 진로멘토링 계획 수립
- 여름캠프(6~8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학령기별 집중 진로탐색
- 현장 직업체험(8~10월/ 2회): 진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실습, 견학, 인터뷰 등
- 꿈 발표회(11월): 진로목표, 진로탐색활동 결과 등 2분 성과 발표회
- 수료식(12월): 멘티-멘토-멘토장 전체가 활동 종결을 축하하는 자리

주최 :

지원 :

후원 :

라. 중·고·대 캠프별 활동

“꿈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찾았어요!”

“꿈을 정말 실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주최 :

지원 :

후원 :

활동내용

단계

오리엔
테이션

주요내용

○ 오리엔테이션(5월)
- 일시 및 장소 : 5. 24(금)~25토) ※집결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 발대식, 멘티-멘토 매칭, 멘토링 약속 정하기 등

사전멘토링

○ 사전멘토링(6월~7월)
- 멘티-멘토 관계 형성, 멘토링 계획 수립 등 ※멘티-멘토 개별 일정계획 수립
○ 멘토링 피드백 토크 “멘톡1”(6월~7월) ※멘토만 참석
- 멘토장(진로상담 전문가)-멘토와의 만남, 멘토링 진행방향 조언

여름캠프

○ 여름캠프(6월~8월)
- 여름방학 동안 중‧고‧대학생별 각 2박 3일 ※집결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중학생 7. 24(수)~26(금) / 고등학생 7. 31(수)~8. 2(금) / 대학생 6. 26(수)~28(금)
- 학령기별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
중학생 나를 아는 캠프 / 고등학생 진로를 찾는 캠프 /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캠프

직업체험

○ 직업체험(8월~10월)
- 기관방문, 인터뷰, 현장체험 등 개인별 진로계획에 맞는 다양한 체험
및 실습활동을 통한 진로탐색 2회 ※멘티-멘토 개별 일정계획 수립
○ 멘토링 피드백 토크 “멘톡2”(9월~10월) ※멘토만 참석
- 멘토장(진로상담 전문가)-멘토와의 만남, 멘토링 진행상황 점검

꿈 발표회

○ 꿈 발표회(11월)
- 일시 및 장소 : 중학생 11. 9(토) / 고등학생 11. 16(토) / 대학생 11. 2(토)
여의도 이룸센터
- 진로계획 및 탐색결과, 진로행동계획 실천 결과 등 2분 자기발표
- 멘토장과의 심층멘토링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수료식

○ 수료식(12월)
- 일시 및 장소 : 12. 27(금) 14:00 여의도 이룸센터 예정
- 진로탐색 성과 공유, 수료증 전달, 포트폴리오 완성, 축하공연, 기념촬영 등

※ 멘티와 멘토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전 과정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 :

지원 :

후원 :

KB희망캠프에 참여하면!
가. 멘티(중·고·대 장애청소년)
○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직업(군)’을 찾습니다.
○ 진로를 위한 즉시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실천합니다.
○ 대학생과 1:1 멘토링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하고 또래 친구와의 대인관계를 확장합니다.

나. 멘토(대학생 자원봉사자)
○ 장애청소년의 진로탐색과정을 지원하며 나의 진로 방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 장애청소년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 활동에 따라 자원봉사확인(80시간), 수료증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가. 신청기간 : 2019년 4월 23일(화) 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www.kodaf.kr)
협력&나눔 - 협력사업  KB희망캠프 ‘2019 KB희망캠프 참가 신청’
다. 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B희망캠프’ 담당자(Tel. 02-78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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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