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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디자인 하는 교육기획사 프디입니다.

프로젝트 디자인
브랜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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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학생

3,200명
동대문구상공회, 중랑구상공회,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드림센터 등.

휘봉고등학교, 장평중학교,
신묵초등학교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 입교

서울창업체험센터 ‘와락’ 창업 프로그램 교육 주관

휘봉고등학교 창업&기업가정신 프로그램 협력

서울창업체험센터 ‘와락’ 창업 프로그램 교육 주관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 & 기업가정신 소셜 프로그램 주관

동대문구 꿈드림센터 창업 &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주관

동대문구, 중랑구 상공회 창업 &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주관

동대문구 혁신교육지구 청소년분과장

혁신교육사업 ‘똘끼’ 주관

혁신교육축제 디자인 분야 총괄

장평중학교 진로 협력교사 지원 및 참여

2020

2019

2018

강사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습니다.

강사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장평중학교 진로 협력교사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6기 졸업

위키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 수상

동대문구 마을활동가

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대표 김 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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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기관 20곳 참여학교 40개교



토리 컴퍼니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는 프로젝트 교육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이 직접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프로젝트형
교육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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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창업분야의
생생한 미션

스타트업 & 소셜 분야에서
활용되는 현실적이고
필요한 미션을 선정했습니다.

현직 창업가가
직접 기획

현직 창업가 & 창업
교육 디렉터가 제작한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최종적 실행 &
평가를 목표

청소년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함께 평가합니다.

청소년의 선택으로
만들어갑니다

100% 청소년의 선택으로
프로그램 결과물이

 완성됩니다.

팀 프로젝트주제 선정

계획서 작성 실행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디자인 하는 교육기획사 프디입니다.

Start up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형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왜 창업 & 기업가 정신 교육인가?

프로그램 특징

창업 과정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배우고 청소년 일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학업과 미래의 진로 설계 등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를 "습관" 으로 만들어주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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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해낸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끝까지 해냅니다.

필요한 아이디어를 만들다.
꼭 필요해서 사용하고 싶은 ‘현실적’ 아이디어를 기획합니다.

평가하다.
공유회를 통해 고객의 평가를 듣고 반영합니다.

Q&A

창업 &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Snap Project]

03

03-1

*Start up? 창의적 &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형태

1

2

3



일상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이

직접 공감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회차 당 1~3교시

프로그램 커리큘럼

일정,시간, 장소 조율 > 프로그램 커리큘럼 선택 > 회차별 온&오프라인 선정 > 프로그램 진행

구분 주제 세부내용

INTRO 창업과 기업가정신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정의 창업의 3 요소와 Case Study
(Aibnb, 맥도날드, 아이폰)

팀빌딩

업무 성향 개인 업무 성향 분석 - 상황별 업무 방식 예측

팀 문화
월드카페식 가치 토론
우리 기업의 미션 & 비전 & 가치

아이디어 도출

디자인 씽킹 아이디어 확산 - 수렴을 통한 제안 방식

시나리오 가정 Joruney Map, 일상을 분석하고 가정해보기

기존 솔루션 분석 문제와 관련된 기존 아이디어 살펴보기

아이디에이션 믿음 / 의심 조사를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제작

실질적 아이디어의 고객 분석

아이디어 고도화 SWOT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실제 평가를 위한 제품 제작

브랜딩
브랜드 제작 BI / CI를 활용하여 기업 표현하기

마케팅 미니 간판 제작 - 타인에게 전달하는 법

판매 아이디어 공유회 실제 제품 판매 및 아이디어 공유회

프로젝트 회고
결과 보고서 결과 발표회

회고 KPT  회고 방법론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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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Snap Project]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대상대상

1학급당 최대 30명 (2~8개 학급 신청 가능)인원

학교 교실 (협의 가능)장소

단기 (1회차), 장기(2~5회차), 심화 (7~15회차)회차

시간

고객 분석

토리 컴퍼니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는 프로젝트 교육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디자인 하는 교육기획사 프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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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업(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형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소셜 벤처 프로그램
[Change Maker Project]

04

*social venture? 사회적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한 창업 형태

프로그램 특징
사회적 문제에 공감하다.
문제를 겪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다.
작지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함께하다.
문제를 겪는 사람, 팀원, 선생님 모두와 함께 노력합니다.

04-1

1

2

3

왜 소셜 벤처 교육인가?

우리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자신의 역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업과 미래의 진로 설계에 있어서 자발적 문제해결 자세를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교육입니다.

Q&A



토리 컴퍼니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는 프로젝트 교육을 제공합니다.

PROJECT
DESIGN
CATALOG

03

내가 속한 사회에서 불편하고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사회적 문제를 조사하고 학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방법을 기획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이 직접 공감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 소셜벤처 프로그램 [Change Maker Project]

1회차 당 1~3교시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대상대상

1학급당 최대 30명 (2~8개 학급 신청 가능)인원

학교 교실 (협의 가능)장소

단기 (1회차), 장기(2~5회차), 심화 (7~15회차)회차

시간

프로그램 커리큘럼
04-2

일정,시간, 장소 조율 > 프로그램 커리큘럼 선택 > 회차별 온&오프라인 선정 > 프로그램 진행

구분 주제 세부내용

INTRO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가 정신 창업의 3요소와
Case Study(컨티뉴, 프라이탁)

팀빌딩

업무 성향 개인 업무 성향 분석(상황별 업무 방식 예측)

팀 문화
월드카페식 가치 토론
우리 기업의 미션 & 비전 & 가치

아이디어 도출

디자인 씽킹 아이디어 확산 - 수렴을 통한 제안 방식

사회적 시나리오 가정 Joruney Map, 일상을 분석하고 가정해보기

사회적 문제 조사 사회적 문제 & 이슈 조사 및 분석

기존 솔루션 분석 문제와 관련된 기존 아이디어 살펴보기

소셜 아이디에이션 믿음 / 의심 조사를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제작

사회적 아이디어의 고객 분석

아이디어 고도화 SWOT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실제 평가를 위한 제품 제작

브랜딩
브랜드 제작 BI / CI를 활용하여 기업 표현하기

마케팅 미니 간판 제작(사회적 이슈 알리기)

판매 아이디어 공유회 문제 해결 실행 및 결과 공유

프로젝트 회고
결과 보고서 결과 발표회

회고 KPT  회고 방법론 - 마무리

고객 분석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디자인 하는 교육기획사 프디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커리큘럼 예시

기존 기업가 정신 수업을 비대면 수업 환경에 적합한 커리큘럼으로 변형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회차 (시간) 주제 세부 내용

1회차 (40분) 창업과 기업가 정신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

2회차 (40분) 아이디어 도출 학교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3회차 (40분) 아이디어 표현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

브랜딩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간판 제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제공되는 언택트 교육,
온라인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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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프로그램

1회차 당 40분

초등학교 5,6학년 ~ 고등학교 1,2학년대상

1학급당 최대 30명 (2~8개 학급 신청 가능)인원

3회~10회차 (협의 후 결정)회차

ZOOM & 비 캔버스 활용실시간 수업

Youtube 영상 및 교재 교구 활용영상 수업

시간



프로그램 후기

아이디어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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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05-3

“이 일을 하고 나니 학교에 필요하거나 불편한점이 완화되어서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절대 틀린 것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기획하는게 좋았다.”

창업&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결과물

소셜벤처 프로그램 결과물 기타 활동 사진

“기업이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도 할 수 있다.”

토리 컴퍼니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는 프로젝트 교육을 제공합니다.



프디 교육 프로그램 특징

프디 교육 프로그램 소개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프로젝트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수집해서 청소년을 위한 미션을 만들어냈습니다.

TIP 프로젝트란?

각자 사회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프디는 청소년의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100%

존중하며 수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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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도형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듭니다.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청소년이 살아가는 사회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과물을 서로 평가하고 공유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합니다.

현  실  화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디자인 하는 교육기획사 프디입니다.

Start up을 주제로 한 창업&기업가

정신 프로그램(프로젝트형)

Social venture Project 프디 데모데이
1 2 3

청소년 개인 브랜딩
4

창의력 아이디어

소비자니즈 역량발전

프로젝트형 사회문제

독서노트

독서습관 대화방식

공감 조사

협동문제해결

강의

브랜딩

개인 포트폴리오

시간관리 Project
5

강의체험형

Snap Project

Social ventrue를 주제로 한 사회

혁신  프로그램

Project 결과 공유를 및 평가 &

피드백을 위한 행사형 데모데이

자신을 표현하고 어필하는

Personal Branding(체험형)

독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관리

및 습관 형성 프로그램



비용안내

오프라인 프로그램

오프라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수업 학년 비용 교재 & 교구

초등 5-6 학년 140,000 / 90 분
교재비 1인당 5,000원

간판 교구 1인당 6,000원

피규어 교구 1인당 7,000원

·

·

·

중등 1-3 학년 140,000 / 90 분

고등 1-2 학년 200,000 / 90 분

비용 불포함 사항

70,000 / 50 분 교재비 1인당 5,000원

PROJECT
DESIGN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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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컴퍼니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는 프로젝트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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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로그램은 회차별, 수업별 컨설팅 이후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회차에 따라 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1회 기준

1회 기준

1. 문의 2. 프로그램 회차,
내용, 일정 등 협의

3.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4.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커리큘럼, 수업 일정 등 문의

전화번호 : 010.2646.2823

이메일 : rkdgus90@gmail.com

홈페이지 : 

대표 블로그 : https://blog.naver.com/gginggang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