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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어디 있을까?

◈ 2021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347개 선정 발표

◈ 학교 울타리 넘어 온 마을이 참여하는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1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7월 15일(목)에 발표하였다.

ㅇ 인증기관은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의 3영역 

10개 지표를 바탕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총 440개 신청기관 중

최종 347개(공공부문 109개, 민간부문 238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 (1단계) 진로체험지원센터서면‧현장심사→ (2단계) 권역별인증심사→ (3단계) 인증위원회

※ 인증기관(3년) 만료 후 재인증 기관 : 총 156개 신청기관 중 154개 선정

ㅇ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1차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158개**의 인증기관을 선정·운영 중이다.

*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법 제19조)

** [붙임 1]에 제시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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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인증기관에는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체험처도

선정되어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우수사례

◈  충남 명가네힐링농장 「자연과 마을에 체험을 더하다(치유농업사)」

    서산시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체험, 농촌 힐링프로그램 ‘쉬즈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예치유사, 치유농업사, 도시농업

관리사, 미래농부, 텃밭요리사 등 다양한 농촌 마을공동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광주 빛고을공예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예가와 함께하는 토탈공예」

    지역사회 내 소상공인 공예가들이 모여 지자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학생 대상 진로직업 상담가(멘토) 역할을 하며 목공예, 섬유공

예, 금속공예, 도자기공예, 종이공예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ㅇ 선정된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기관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3년간 인증마크( ) 사용 권한을 가지며,

매년 4회씩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망 누리집  ‘꿈길’(www.ggoomgil.go.kr)

에서 인증마크 표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분야와 날짜를 선택하여

인증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인증제를 통해 진로체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4월에 7개* 시도의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증기관 발굴 지원**을 실시하였다.

* 서울(동부), 경기(동두천·양주), 충남(부여, 청양), 전북(군산, 임실), 경북(군위, 울진,

경주), 강원(평창), 울산(강북)

** 인증기관발굴및신청, 진로체험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인증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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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점검과 전문적 상담과 지원(8월~10월)

등을 통해 인증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안전 관리에 대해 지속적

으로 힘쓰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공고(9월)와 인증기관 선정(12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학생들이 양질의 진로체험처에서 

안전하게 진로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 인증기관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2. 권역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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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개요

‣ 개념 :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기부(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신청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 등

‣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체험비를 받지  
          않고 교육기부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 심사 방법 : 체험처 성격, 시설 안전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3영역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 의무 : 매년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혜택 : 3년간 인증기관 마크 사용 권한 부여 및 홍보, 인증현판, 컨설팅 제공 등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2021.7.9.~2024.7.8.)

‣ 인증기관 현황 : 총 2,158개(공공 997개 / 민간 1,161개)

<인증마크>

<’21년 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현황>
                                                                         (단위 : 개)

   직업군*

권역  

경영·사무

금융·보험

연구 

공학 

기술

교육·법률

사회·복지

경찰·소방·군인

보건

의료

예술·방송

디자인

스포츠

미용·여행

숙박·음식

경비·청소

영업·판매

운전·운송

건설

채굴

설치

정비

생산

농림
어업 계

수도권 6(26) 16(80) 30(226) 2(16) 38(155) 13(67) 0(2) 1(19) 1(9) 4(25) 111(625)

충청권 2(11) 6(36) 15(157) 1(6) 21(68) 6(29) 0(3) 1(4) 0(2) 10(34) 62(350)

호남·제주권 2(11) 14(59) 15(145) 0(8) 23(123) 4(44) 0(2) 0(8) 0(3) 4(47) 62(450)

강원·대구·경북권 0(6) 6(33) 16(117) 2(6) 13(45) 4(25) - 0(4) - 9(32) 50(268)

부산·울산·경남권 3(11) 11(45) 12(165) 0(12) 18(100) 12(57) 0(8) 0(14) 0(2) 6(51) 62(465)

계
13
(65)

53
(253)

88
(810)

5
(48)

113
(491)

39
(222)

0
(15)

2
(49)

1
(16)

33
(189)

347
(2,158)

  ※ ( ) : 전체 인증기관 수 /  * 한국고용직업분류표 대분류, 한국고용정보원(2018)

<수도권 : 111개>

연번 시도 기관명 직업군 프로그램 분야 비고

1 서울 KRX 한국거래소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참여형 증권시장교실 재인증

2 서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청소년 꿈드림!(공연감독 

매니저, 전시 도슨트 매니저 진로체험)
재인증

3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청소년! 도서관에서 미래를 찾다(사서, 작가, 

영상창작가, 웹툰작가, AI전문가 진로체험) 
재인증

4 서울 국립현대무용단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예술과 기술이 만나 완성한 현대무용 댄스

필름 <비욘드 블랙, 볼레로 만들기> 감상하기
재인증

5 서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문화예술분야 진로체험학교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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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 기관명 직업군 프로그램 분야 비고

6 서울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JOB A DREAM(잡아드림), 창의클럽데이

(청소년 지도사, 동물보호전문가, 팝아티스트, 

원예관리사, 웹툰작가, 토탈공예가 진로체험)

7 서울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SART 일일 진로직업(공연기획자, 무대감독, 

모델, 방송국 PD, 가수, 작곡가 등)체험학교 
재인증

8 서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보건∙의료직
북부병원 의료인(의사, 간호사, 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진로직업체험 
재인증

9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현장직업체험 공무원체험 재인증

10 서울 서초교육지원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청소년 인성구조대(인성지도사 진로체험)

11 서울 송파소방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소방공무원 진로체험 

12 서울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뉴스제작 체험 재인증

13 서울 양재내곡교육지원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VR(가상)콘텐츠 메이커, 

나도 유튜버

14 서울 양천문화재단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슬기로운 북 큐레이션 

15 서울 예금보험공사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예금보험공사 방문프로그램 재인증

16 서울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청소년상담사 직업체험 

17 서울 중랑소방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소방관 직업체험 재인증

18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경영∙사무∙금융∙보험직
한국고전번역원 현장직업체험 

‘나도 고전번역가!’

19 서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무선국검사관 진로탐색 

20 서울 (사)종해문화진흥원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목공예가 직업체험

21 서울 (주)미래엔에듀파트너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VR(가상)공간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자, 

홀로그램 디자이너에 대한 직업 세계 이해 

및 직업 체험

22 서울
SK텔레콤 

(수도권Infra본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이동통신 원리를 이해하고 통신장비 체험하기 재인증

23 서울 과학샘 주식회사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인공지능 전문가 되기, 코딩전문가 되기,  

드론전문가 되기

24 서울 꼼아토탈공예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토탈공예가 진로체험

25 서울 르망안경콘택트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현장직업체험 · 르망안경콘택트(안경사 편) 재인증

26 서울 머니투데이방송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찾아가는 경제버스 재인증

27 서울 메인콘텐츠 창직교육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신직업(스마트 안경 개발자, 홀로그램 전시

기획자, 업사이클러 등) 창직 프로그램

28 서울
사단법인 

한국커피로스팅협회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커피바리스타 로스터 직업체험교육 

29 서울 사회적협동조합마음치유의길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내 마음이 궁금해, 청소년상담사의 길, 쓰담쓰담 

상담소 오픈
재인증

30 서울 산과산사이 커피로드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바리스타 직업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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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 스쿠버블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PADI 스쿠버다이빙 강사체험, EFR(Emergency 

First Response) 응급처치 실습 및 강사체험
재인증

32 서울
아트원예술공장 

문화예술교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아트원 K·pop 스타(가수, 댄서 직업체험) 재인증

33 서울 에듀파일럿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온라인 조종사 진로체험 일일캠프 

34 서울 요가 사다나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일 요가강사 되어보기 

35 서울 이문홍정형외과 보건∙의료직 정형외과 물리치료사 일일 체험  

36 서울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나의 꿈을 키운 박물관, 박물관 전문인력 

(학예사, 교육사) 체험, 문화유산과 함께 걷는 길
재인증

37 서울
재단법인 

유더스타스포츠(서울본점)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프로선수에게 배우는 야구교실 & VR GOLF

(가상 골프)교실 

38 서울 재미난목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목공 진로체험(오토마타 제품제작 실습) 

39 서울 주식회사 스팀도서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가상현실 전문가 체험, 드론 Make@Play,  

사물인터넷 전문가 되기

40 서울 천마유도체육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경호원 무술지도 체험 

41 서울 커피웍스유니온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UCEI(통합커피교육기관) 바리스타1급 교육 

42 서울 펫스토어1004 농림어업직 특수동물 명예사육사 되어보기 

43 서울 피규어뮤지엄W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경이로운 인문학, 나는야 피규어아티스트, 

나는야 꿈꾸는 애니메이터

44 서울 하하하컨설팅그룹(주) 경영∙사무∙금융∙보험직
현장견학 및 현장 진로체험,  '나도 지식  

컨설턴트(consultant) 되어보기’

45 서울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물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놀랍고 아름다운 기생충의 진짜 모습 

46 경기 상록청소년수련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진로교육 "진로꿀팁(TIP)" , 특수교육 진로탐색

47 경기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021 진로 체험 교육, 찾아가는 교육(자동차

정비원, 승무원, 피부관리사, 전기기사 체험)
재인증

48 경기 서정대학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 변화, 반려동물의 

이해 및 행동교정과 4차 산업 반려동물 시장의 

트렌드

재인증

49 경기 수원광교박물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보존과학자 진로체험 재인증

50 경기 시립마두어린이집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영유아 보육교사 진로체험(연령수준에 맞는 

놀이지도, 영유아와 상호작용)
재인증

51 경기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보육교사 진로체험(수업참관 및 보조교사 활동 

참여) 

52 경기 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보육교사 진로체험(동화책 읽어보기, 손유희 

및 노래부르기 활동)
재인증

53 경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찾아가는 직업인 특강(행복한 법무 공직 프로그램), 

법무 공직 진로체험
재인증

54 경기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미래의 에너지 수소는 무엇인가, LNG(천연가스) 

물질 개념 및 특성 이해

55 경기
해군 2함대사령부 

2수리창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함정정비 기술군무원 진로체험(무장체계 분야, 

전투체계 분야, 탄양/유도체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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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경기 (사)움터방과후교육협회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환경을 살리는 직업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증강현실 식물키우기 스마트팜 ‘AR(증강현실) 

개발자’ 

57 경기 (주)김영사 행복한마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책 만드는 사람들, 인류발달과 함께 한 책의 

역사와 진흙판 책 만들기

58 경기 (주)신원도예교육센터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미래(신)직업탐색(드론조종사, 코딩지도사,  

그로스해커, 착용로봇개발자 등)과 꿈액자,   

꿈시계, 드림컵

재인증

59 경기 (주)에프엔제이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내 친구 뚜루뚜루와 함께하는 코딩 놀이터, 

스스로 주행하는 미래 자동차, 장애물을   

감지하는 자동차

60 경기 (주)초록미소마을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전통 두부 만들기 체험, 찾아가는 비대면 동물 

코딩 수업
재인증

61 경기
AID STUDIO (곰돌이 

포토 스튜디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사진관 내 사진사 직업체험

62 경기 AI코딩로봇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4차산업 관련 핵심기술 교육(로봇, 코딩, 

3D(3차원:입체)프린팅, 드론, VR(가상), 3D펜, 

사물인터넷) 

63 경기 MARVIE(마르비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천연재료인 나무로 만나는 문화공예체험 & 

가죽공예체험 

64 경기 rannggi1250 (랑기)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65 경기
경기형/보건복지형(예비)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더이음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청소년 문화예술기획단 

66 경기 고재영빵집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파티쉐 체험 프로그램 재인증

67 경기 굿엔레더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국내 NO.1 가죽공방을 직접 찾아가는 꿈길 

프로그램

68 경기 꿈꾸는세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인공지능(AI) 이해를 위한 언플러그드

(Unplugged) 코딩로봇, 나도 업사이클

(Up-cycle:새활용) 디자이너

69 경기 나노드림 네트워크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나노 STEM(과학기술분야) 아카데미(나노특강) 

70 경기 나래아트앤빈  (경기 부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청소년 진로체험(파티쉐, 가구디자이너, 조향사, 

가죽공예가, 플로리스트, 쇼콜라티에 등) 

71 경기 니트갤러리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니트공예가 진로체험

72 경기 다양하개 농림어업직
다양하개 견학 및 케어 실습, 애견 관리 및 

직업체험

73 경기 다중지능청소년문화연구소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커피바리스타 체험프로그램 

74 경기 더봄아뜰리에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캔들 만들기를 통한 캔들 아티스트 진로체험, 

향수 만들기를 통한 조향사 체험
재인증

75 경기 도담도담 전래놀이연구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죽방울 놀잇감 만들기와 망줍기, 산가지놀이, 

열두띠 이야기, 비석치기 실뜨기 놀이

76 경기 동경제과제빵바리스타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맛있고 재미있는 제과제빵사 체험 재인증

77 경기 동경조리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셰프(요리사) 진로체험 재인증

78 경기 맹골마을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청국장 만들기 및 전통발효장인 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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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경기 뮤지엄스튜디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나는야 사진작가! 스마트폰으로 담아내는  

사진이야기, 연출사진으로 사진 창작하기

80 경기 바르미유도체육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유도를 통한 나의 길 

81 경기 비앤아이 스포에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돼지오줌보의 위대함 : 놀이에서 스포츠가 

되기까지, 스포츠 분야 미래 직업탐색기

82 경기 서동진의커피랩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바리스타 직업체험 교육 

83 경기 서울랜드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항일 역사 체험관 '역사 속 저항 시인들' 재인증

84 경기 세모별교육협동조합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찾아가는 스펀지 자기주도학습 

85 경기 숲생태문화협동조합 농림어업직

얘들아, 숲에서 놀자! 유아숲지도사 직업  

체험, 식물들의 다양한 생존전략을 통해 나의 

진로 특성 꿈 키우기

재인증

86 경기 에코수협동조합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파티쉐(제과제빵사) 및 생활공예가 직업체험 

87 경기 엠스타그룹 미디어매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마술로 풀어보는 진로특강(마술사 진로체험)

88 경기 연자약초수목원 농림어업직 노벨상을 받은 쑥 이야기 재인증

89 경기
오산종합정비센터(대신커

먼레일)
설치∙정비∙생산직 자동차정비 실무 재인증

90 경기 위드미미용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미용사 직업체험 및 직업군 탐색하기 재인증

91 경기 유노이야 커피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EUNOIA COFFEE(커피) 바리스타 체험 

92 경기 주식회사 오션스피플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4차산업과 관련된 직업 알아보기 · 영상제작

(편집)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 크리에이터 

과정

93 경기 준갤러리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커피콩인형만들기, 수공예체험, 햄프가방  디자인, 

전통공예(한지, 연만들기), 캘리그라피 액자

94 경기 출판도시활판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활판공방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진로체험 재인증

95 경기 평택 곤충과 사람들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곤충과 미래식량(곤충사육사, 농업연구가,  

곤충식품연구가 진로체험)
재인증

96 경기 한국가상현실전문가협회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제작자 진로체험 

97 경기 한사랑 교육 공동체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4차산업 찾아가는 진로체험, 360VR(가상)  

제작자 진로체험

98 경기 현서아트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업사이클링(Upcycling), 마크라메(macrame:

레이스의 일종), 드림캐처(Dreamcatcher),  

만다라다팅 공예가 체험

99 경기
(사)한국종이접기협회 

포천지회(현초공예)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종이접기 체험, 팝업북 디자이너 체험, 에코 

크라프트 체험

100 경기
화성시공예사업협동조합 

(화성시공예문화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보릿대로 꿈꾸는 세상 꿈의 학교, 맥간 공예품 

만들기 체험

101 인천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가천, 닥터스(의사) 체험하기 재인증

102 인천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청소년 교통안전 다가서기 재인증

103 인천 부평구청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부평구청 공무원 직업체험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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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건설∙채굴직 연수구청사 시설관리 분야 진로체험 

105 인천 연수청학도서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연수청학도서관 사서 진로직업체험 

106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바리스타, 셰프(요리사), 케이크 디자이너,  

조향사
재인증

107 인천
LOY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구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생활예술 분야 진로직업체험 재인증

108 인천 꿈의정원 원예체험학습장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원예치료사 직업체험 

109 인천 두드림오감체험센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흙도자기, 세라믹도자기, 세라믹 핸드페인팅

110 인천 로보메카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아두이노 마스크 살균기, 오토마타 2족보행 

로봇, 언플러그드(Unplugged) 코딩_  뚜루뚜루,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111 인천 핸즈아트빈아카데미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토탈공예가 직업체험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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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수바이오젠)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동물교감 치유상담사란 어떤 일을 할까요? 　

2 충남 부여군사적관리소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백제와(기와) 박사 프로젝트(한옥건축가 및 

기와제작 공예가 진로체험)

3 충남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

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찾아가는 진로직업(상담사, 지도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통합프로그램 

및 진로직업 전문특강

4 충남
워터웨이플러스 

금강문화관
농림어업직

금강과 함께 그리는 우리의 행복한 미래  

(학예사 진로체험) 
재인증

5 충남 청양산림항공관리소 농림어업직
꿈을 꾼다, 숲과 함께(산림공무원, 조종사, 

정비사 진로체험)

6 충남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과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충남 경찰 과학수사(KCSI) 진로체험프로그램 

7 충남
충청지방통계청 

서산사무소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021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계교실 재인증

8 충남
한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연구소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한서대학교 항공해양직업체험 Fly to the 

World(세계를 향해 날아라) 
재인증

9 충남 (사)충남산학융합원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찾아가는 미래트렌드(4차산업-‘인공지능’,  

‘생명공학’관련 창업가, 기업가) 역량강화

10 충남
꽃싸부플라워디자인전문

학원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플로리스트 진로체험 

11 충남 나눔농장 농림어업직
육가공 장인과 함께하는 슬로우 푸드,     

육가공 진로 직업체험 
재인증

12 충남 도일디자인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폐가구 재생 프로젝트로 알아보는 목공예가

13 충남 명가네힐링농장 농림어업직
건강한 우리쌀을 이용한 쌀베이킹 제빵사 

진로체험, 꿈과 끼를 키우는 요리사 진로체험
재인증

14 충남 모아협동조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패션디자이너편 실크스크린 티셔츠 디자인하기 

15 충남 봉황52농장 농림어업직
식물의 한살이, 오이비누 만들기, 텃밭 채소 

이용하기

16 충남 부여 기와마을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기와마을에서 진로의 꿈을 찾자!, 꿈을 향해 

한발자욱 UP!

17 충남
비엠커피바리스타 

전문교육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나도 바리스타체험, 라떼아트(Latteart)체험,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체험, 핸드드립

(Hand drip)체험 

18 충남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찾아가는 직업체험(공예, 경제, 마술 등) 재인증

19 충남 솜씨좋은나무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목공예가 진로체험 

20 충남 오마이갤러리 미술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주니어 도슨트(박물관, 미술관 안내인) 진로

체험

21 충남 인형놀이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헝겊 인형 만들기와 패턴디자인을 통한   

창작인형 작가 직업체험

22 충남 참샘골 호박농원 농림어업직
농촌 융복합 산업의 소개 및 이해(6차산업 

관련 체험) 

23 충남 천연공예인협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공예인과 함께하며, 꽃누르미 책갈피 만들기, 

모스(Moss)액자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재인증

24 충남 청안원예협동조합 농림어업직 힐링 원예지도사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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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충남 커피공주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클레버(Clever)를 이용한 커피추출, 핸드드립

(Hand drip) 체험, 에스프레소(Espresso)   

머신을 활용한 라떼아트 

재인증

26 충남 케렌시아 토탈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공예가의 일과 전망 

27 충남 테라도자기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손끝으로 놀아보아요(핀칭(Pinching), 판을 

이용한 원기둥 형태 기물 만들어보기)

28 충남 협동조합 그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양말목 업사이클링 공예체험, 팝아트, 유리공예

29 충북 충주준법지원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및 준법교육 재인증

30 충북
한국도로공사 터널 

방재교육센터
건설∙채굴직

터널화재 안전체험으로 알아보는 소방시설

관리자의 임무와 역할, 관련직업 알아보기

31 충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꿈키움 식품안전교실(체험처 방문형, 멘토 

방문형/식품영양 및 축산 연구원)
재인증

32 충북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러닝 팩토리 체험을 통한 용접원 진로체험 재인증

33 충북 (주)창체넷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환경교육연구사 진로체험

34 충북 (주)채움플러스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1년 찾아가는 창업 체험 특수분장사 프로그램 

35 충북 디저트크림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꿈꾸는 파티시에(제과제빵사) 

36 충북 마실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가죽공예가 진로체험

37 충북 배론 이시돌 교육목장 농림어업직
목장체험·목부의 하루일과 체험, 목장에서의 

목부의 삶 체험(낙농업체험)

38 충북 버블마루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어성초 실크샴푸 만들기로 알아보는 공예사

39 충북 소명기획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음악극으로 알아보는(작곡가, 연주가, 작사가, 

지휘자, 배우 등) 진로 체험

40 충북 영농조합법인 에듀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먹으며 학습하는 젤라틴 플라워와 함께   

파티셰(제과제빵사) 진로체험
재인증

41 충북 청소년드림플러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반려식물 다육이가 만난 캐릭터 화분     

(다육아트전문가, 원예공예개발자 진로체험) 
재인증

42 충북 충북NGO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NGO(비정부 기구)활동가, Social Designer

(사회 설계자) 되기 
재인증

43 충북 충주야생화와고택나들이 농림어업직
야생화와 고택 나들이(원예박물재배원, 원예

복지사 진로체험) 
재인증

44 충북
호야힐링원예 

Flower&Academy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꽃길만 걸어요 · 플로리스트 직업체험 

45 세종 세종한국바리스타커피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카페 바리스타 현장 실습 체험 

46 세종 오감통통 숲앤아이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뚝딱 뚝딱 목공지도사, 나무를 나는       

트리클라이머(산림교육전문가)

47 대전 국립대전숲체원 농림어업직 꿈꾸는 숲(숲해설가 진로체험)

48 대전 대전 문학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문학관 속 작가 만나기(작가, 문학평론가,  

서지학자 진로체험)
재인증

49 대전 대전목재문화체험장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목재 교육전문가 진로체험 : 우드감성 피크닉 

박스 만들기 

50 대전 배재대학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정보보안전문가 진로체험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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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전 한국연구재단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금요일에 과학터치(과학기술 분야 연구자, 

전문직 진로체험) 
재인증

52 대전 글고운캘리그라피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캘리그라피 작가 되어보기 

53 대전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경영∙사무∙금융∙보험직
게슈탈트 집단상담 프로그램(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진로체험) 
재인증

54 대전 레즐러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지구를 지키는 방법!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전문가 진로체험)

55 대전 모두행복사회적협동조합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청소년 직로직업 체험프로그램(4차산업 및 

미래유망직업) 
재인증

56 대전 미담장학회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찾아가는 SW(소프트웨어)교실, 진로탐방교실, 

2박3일 통학형 캠프
재인증

57 대전 블루드림센터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특별한 “팝아트” 만들기, 나도 할수있다!    

"네일아티스트", 꿈꾸는 "캘리그라피"
재인증

58 대전 에이블(한국미래교육연합회)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차산업 진로체험 - 로봇공학자, 인공지능전문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59 대전 주식회사 엠공사이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메人(인)교육 노동인권, 장애인권, 꿈.뱅.이_꿈을 

품은 뱅기이야기

60 대전 팬쿠킹아트아카데미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요리사(브런치, 홈바리스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카빙) 진로체험

61 대전
한국공예사랑협회동구지

부(아랑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스프링 아트, 쥬얼리 공예, 매듭 공예가   

진로체험

62 대전 한국심리상담원 보건∙의료직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과 체험, 비행, 

중독,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상담사,    

사회복지사 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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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목포공공도서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도서관 사서 직업체험 재인증

2 전남 목포기상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기상관측 및 일기예보 생산 과정 소개 

3 전남 서해어업관리단 농림어업직 국가어업지도선 공개 및 현장 체험학습 재인증

4 전남 장흥소방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미래소방관 체험교육 참여를 통한 소방관 

직업체험 

5 전남 전남도립대학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지역과 함께하는 더불어 삶 '꿈', 고등학생  

진로(조리사, 헤어 및 메이크업 아티스트)체험
재인증

6 전남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CAD를 활용한 도면그리기 체험실습, 가정용접

시뮬레이터 실습, 전기·전자 회로 및 소프트웨어 

코딩의 이해

7 전남 (사)문화사업진흥회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미래를 맞춤하라(진로적성검사 후 진로체험·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진로체험)-전통다과

플래너, 공예디자이너 진로체험

8 전남 (주)세종인재교육개발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조향사 진로체험

9 전남 4est 수목원 농림어업직 숲 해설가 및 정원관리사 체험 

10 전남
MAKER SPACE 

미래진로직업체험센터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드론 조종자, 드론촬영 전문가 진로체험 

11 전남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평화비전스쿨(정치가, 사회·경제 전문가 체험) 재인증

12 전남 느림보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손바느질과 손뜨개로 공예사 직업체험하기 재인증

13 전남 달롱작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파티셰(제과제빵사), 쇼콜라티에(초콜릿디저트 

전문가)진로체험 

14 전남 두런두런소프트웨어협동조합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야 너두! 1인 크리에이터 할 수 있어!, 알버트 

인공지능(AI)과 코딩 체험하며 꿈 키우기

15 전남 레디 메이커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AI(인공 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16 전남 브이아이피컴퍼니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찾아가는 헬스 트레이너 진로체험 특강 

17 전남 사)우리기술진흥법인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협동심을 키우는 드론 축구 진로체험, 하늘을 

달리는 드론 조종사 직업체험

18 전남 순도예연구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꿈꾸는 도예 체험, 꿈을 빚는 도자기 체험, 

꿈을 이루는 도자·공예체험

19 전남 아쿠아플라넷(여수)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꿈꾸는 진로멘토링(아쿠아리스트 진로체험)

20 전남 전남드론교육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드론 조종사 체험  

21 전남 컨츄리다락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비대면 온라인 레진아트 공예가 진로 체험 

22 전남 코디하우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복지원예사 진로체험(용기 속 작은 세상,  

코르크로 만드는세상, 토피어리세상) 

23 전남 플레라 플레로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플로리스트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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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남 해밀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각종 DIY(직접가공), 

캔들공예, 디퓨저 만들기, 공예가 직업 체험
재인증

25 전북
(사)대한미용사회 

전주덕진지부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특수분장 및  헤어 체험학습 재인증

26 전북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국립전북기상과학관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상인 진로 탐구 
재인증

27 전북 군산대학교 박물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문화유산 Job Go(잡고)! 꿈 Job Go(잡고)!

(박물관 학예사, 보존과학자 진로체험)
재인증

28 전북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번쩍 번쩍 플라즈마, 플라즈마 검의 비밀   

(에너지 관련 과학자, 연구원 진로체험) 
재인증

29 전북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언택트 맞춤형 실용통계교실, 미래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찾아가는 통계교실 

30 전북 김영오 아트센터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융복합 공연예술 체험 프로그램 

31 전북 꽃과 나무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플로리스트 이해 및 실습체험 재인증

32 전북 꽃다비팜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플로리스트 진로직업교육과 꽃바구니 만들기, 

식물을 활용한 직업진로교육과 캘리액자 만들기

33 전북 꿈드림혁신교육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포디(4D)프레임을 활용한 창의적인 발명가, 

인공지능 로봇 제작가, 나두(우드)메이커

34 전북 꿈트리곤충농장 농림어업직
나의 직업은 곤충 사육사, 지구 생태계의  

수호자 곤충, 행복한 곤충이 주는 꿈

35 전북 동아체육관(부안)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군간부 특전부사관 역활과 진로교육,      

전문체육선수와 체육인 진로체험
재인증

36 전북
둔데기마을학교(꽃심지둔

데기)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식생활 교육·공동체 오방비빔밥(식생활지도사 

진로체험) 
재인증

37 전북 라복임플로체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원예예술치료를 통한 플로리스트 진로체험

38 전북 라온에듀 주식회사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체험 

39 전북 산속등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산속등대미술관 진로탐색프로그램 `Fun Fun

(펀 펀) 미술관 JOB GO(잡 고)` , 생태조사단 체험

40 전북 옥정호농장(교육농장) 농림어업직 바른식생활을 통한 식생활 교육전문가

41 전북 주식회사 이노컨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드론 시뮬레이션을 통한 드론 직업체험,   

상상을 현실로 3D(3차원)펜 아티스트를 꿈꾸자 

42 전북 커피하우스 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바리스타 진로직업체험 재인증

43 전북 플로체디자인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시각디자인 일상에서 더 중요해진다. 

44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

인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파티쉐(제과제빵사), 요리사, 우드메이커   

진로체험

45 광주 영산강문화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문화관과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들(문화기획자, 

학예사 진로체험) 
재인증

46 광주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D(3차원) 모델링을 이용한 구조해석 / 제조, 

친환경 자동차 진단 체험
재인증

47 광주
(사)광주시민방송 · 

광주FM(88.9MHz)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FM 라디오방송 프로듀서(PD), 디제이(DJ)  

진로체험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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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광주 교육사회적기업포인트(주)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항공공학 진로체험(드론과 항공) 재인증

49 광주 꽃분이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나만의 반려식물 심기, 무드등 만들기, 꽃다발 

만들기

50 광주 라스또리아 광주커피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바리스타 진로체험 

51 광주 버블스완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약산성 샴푸바만들기, 친환경적인 소이왁스  

향초만들기로 알아보는 공예가
재인증

52 광주 빛고을공예협동조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라탄공예(토탈공예), 규방공예, 가죽공예체험으로 

알아보는 공예가

53 광주 사)한국예술진흥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우리나라 전통공예 '한지공예', 손쉽게 만드는 

나만의 인테리어 소품 '냅킨공예'
재인증

54 광주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연

합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조향사 진로체험

55 광주 손놀이터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가죽 필통만들기, 가죽 목걸이 카드 케이스, 

가죽 카드지갑
재인증

56 광주 에이치수잉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가죽공예가 진로체험

57 광주 주식회사 패밀리아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우리들의 미래이야기(사회적경제의 이해),  

톡톡 My Way(마이 웨이)-기업가 진로체험

58 제주
법무부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재인증

59 제주 서귀포경찰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경찰서 체험 진로교육프로그램, 경찰 호신체포술 

등 체험 교육프로그램

60 제주
제주대학교  

SW융합교육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SW(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체험 프로그램, 

SW분야 체험 및 전문가 특강 

61 제주
(주)엔엑스씨 

넥슨컴퓨터박물관 지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꿈이 아이티(IT)니?, 이지코딩(Easy Coding) 재인증

62 제주 드론아카데미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드론을 날려보자!(무인항공기 표준전문가,  

무인항공기 조종 인증 전문가 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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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 DMZ자생식물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구석구석 식물원 탐험하기, 식물원의 사람들, 

1일 식물학자 되어보기 
　

2 강원
KOICA 글로벌 인재 

교육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행복을 나르는 공정무역, 지구를 살리는   

소비와 생산 
재인증

3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직 숨어있는 보건복지 직업 찾기 재인증

4 강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농림어업직 나는야, 국립공원 레인저(국립공원 관리인) 재인증

5 강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꿈너머꿈 드림메이커, 진로탐색캠프, 미디어 

콘텐츠캠프 
재인증

6 강원 국토정중앙천문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천문대(과학관) 진로체험 

7 강원 송곡대학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간호사 진로체험, K·뷰티전문가 진로체험,  

관광외식조리사 직로체험, 유아교사 진로체험
재인증

8 강원 양구군보건소(물리치료실) 보건∙의료직 물리치료사 진로체험 

9 강원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꿈키움 법체험 진로교실 재인증

10 강원 (사)공감숲교육연구소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숲에서 미래를 찾는 아이들(생태교육전문가, 

산림환경 전문가 진로체험)

11 강원 나무작업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목공 DIY(직접 가공) 소품 만들기 체험(필통

만들기, 독서대 만들기, 스툴만들기) 

12 강원 덕우리체험마을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라탄바구니 만들기, 커피양갱 만들기 재인증

13 강원 만지는박물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진로체험·박물관 사람들 재인증

14 강원
맑은숲(Forest of 

Dreams)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이어봐 숲!, 품어봐 숲!, 누워봐 숲!(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진로체험)

15 강원 박사마을홍가네블루베리 농림어업직 블루베리 수확 및 수제청 만들기 재인증

16 강원 유스패밀리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요리사 진로체험 재인증

17 강원 지구시민운동연합강원지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지구시민활동가 진로체험 재인증

18 강원 평창공예협동조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공예 체험 프로그램(목공예, 한지공예)

19 대구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

융합산업기술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차산업 3D프린팅 체험 교육활동 재인증

20 대구
워터웨이플러스 

디아크문화관
농림어업직 환경연구사 진로체험 재인증

21 대구 (사)한국청소년체험세상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VR(가상현실)개발자, 영화연출제작자, 광고제작자 

진로체험
재인증

22 대구 (주)커뮤니티사회교육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장애인 이해 및 장애인권 감수성 키우기를 

통한 특수교육교사, 장애복지사 진로체험 

23 대구 고은도예(대구)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도자기 핸드페인팅을 통한 관계 향상 집단 

프로그램, 도예를 통한 진로탐구와 나의 꿈

24 대구
농부의진심(호수농원) 

농촌체험장
농림어업직

농부와 함께하는 유기농 배추 수확 및 김치 

담그기 체험 

25 대구
미래인재교육원(주) 

(대구)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진로직업체험-파티쉐(제과제빵사), 특수분장사, 

웹툰작가, 바리스타, CSI과학수사관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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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구 바람향기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D(3차원)프린팅과 모델링, 드론비행과 코딩, 

1인 미디어 방송, VR(가상현실)콘텐츠 제작

27 대구 손재주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공예 콜라보프로그램, 통합공예 프로그램 재인증

28 대구 한국재생아트연구협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환경교육과 함께 생활에서 버려지는 캔을 

이용한 화분만들기 

29 대구 한국재생아트협동조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업사이클(upcycling:새활용) 교실을 통한   

환경보호가 진로체험 

30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울진도서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도서관 체험학습 및 사서 직업 체험

31 경북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과학교육서포터즈 교육 기부를 통한 연구직 

공무원 진로체험 

32 경북 구미시립봉곡도서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공공도서관 사서 업무 체험, 사서와 함께하는 

북 큐레이션

33 경북 국립산림치유원 농림어업직
다스림 숲에서 진로체험하기(신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진로체험)
재인증

34 경북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다양한 해양직업 알아보기(잡(Job)아라! 해양

직업), 시뮬레이션을 통한 항해 및 해양탐사

체험(바다탐사)

35 경북 김천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요리 실무 진로체험, 제과제빵 진로체험,  

커피 바리스타 진로체험

36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DCU 체험 100년대학(바이오메디, 소프트웨어 

융합, 간호, 약학, 예술, 디자인 등)프로그램 
재인증

37 경북 울진국유림관리소 농림어업직
나를 찾아 떠나는 숲속여행(숲 해설가, 숲길

등산지도사 진로체험)
재인증

38 경북 울진소방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미래소방관체험 재인증

39 경북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차 산업혁명 관련 진로체험교육 

40 경북 가얏고마을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미니가야금 만들기로 가야금 이해하기 재인증

41 경북 꿈꾸는공작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내 책상 위 목공소품 만들기 진로체험, 우드카빙

(woodcarving:목각) 나무숟가락 만들기

42 경북
꿈꾸는목공학교사회적협

동조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과정중심의 재밌는 목공, 재밌는숲-목공체험

43 경북 대동보호작업장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대동보호작업장 속 제과제빵 진로체험 재인증

44 경북 두꺼비학교협동조합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두꺼비학교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바리스타 재인증

45 경북 드론코리아아카데미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DRS(조립식)드론교실, 창의코딩교실, 상상날개 

드론교실

46 경북 선비벌꿀 농림어업직
꿀과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봉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만들기 
재인증

47 경북 소풍도자기 공방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도예가를 꿈꾸다 

48 경북 안계승마체험장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말의 한 살이와 승마체험, 도전! 승마체험장 

CEO와 승마

49 경북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농림어업직

농업의 6차산업 이야기, 사회적 농업 운영 

직업체험
재인증

50 경북
영농조합법인덕곡발전위

원회(고령예마을)
농림어업직 딸기따기 체험을 통한 농부 진로체험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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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 62개>

연번 시도 기관명 직업군 프로그램 분야 비고

1 부산 국립부산과학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과학나눔교육을 통한 에너지 전문가 체험 　

2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출발! 역사관 탐험대(학예사 진로체험) 재인증

3 부산 남구시설관리사업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스포츠지도자 진로체험 재인증

4 부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민주주의 선거 교실(정치인, 선거사무 관계자 

진로체험)

5 부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진로지도 및 법체험 프로그램 재인증

6 부산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찾아가는 직업체험 · 알쓸신잡(JOB),  대학생이 

들려주는 “찐로 이야기” · 찐이야

7 부산 한국거래소 KRX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참여형 증권시장 교실 재인증

8 부산 (주)더나아짐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범죄예방을 위한 호신술 체험  재인증

9 부산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드론 비행 초급, 제품모델링과 3D(3차원)  

프린팅 체험, 드론비행심화 및 영상편집

10 부산 더 달콤 스토리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나전칠기 공예 진로체험, 천연가죽공예,   

진로체험, 천연비누만들기 진로체험

11 부산 라움 프라다바코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나도예술가! 예술가 체험프로그램 

12 부산 부산광역시연제구합기도협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합기도 체험(호신술, 기본낙법) 

13 부산 은하초코기사단(부산)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나도 제과제빵왕 쇼콜라티에(초콜릿 디저트

전문가) 진로체험

14 울산 바다소리어린이집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밧줄 놀이를 통한 어린이집 교사 체험 재인증

15 울산 감성공예스쿨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토탈 공예가 체험 

16 울산 대성태권도장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태권도 사범 직업체험 재인증

17 울산 라온누리(협동조합즐거운세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요리사 직업체험 재인증

18 울산 베이비다이어리 스튜디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사진사 직업체험 재인증

19 울산 서부권·숲속의 작은 친구들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곤충 전문교육(곤충사육사 하는 일, 곤충산업 

전망, 곤충 취/창업 전문교육) 

20 울산 쉬즈네일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네일아트사 직업체험 재인증

21 울산 안나메이드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향기공예 직업체험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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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 기관명 직업군 프로그램 분야 비고

22 울산 울산테마식물수목원 농림어업직 수목원가드너 직업체험 재인증

23 울산 울산화훼유통협동조합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현장직업체험 꿈찾기 재인증

24 울산 카카오봉봉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제과제빵사 직업체험 재인증

25 울산 킴엔쿡요리전문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우리동네 셰프(요리사)체험 재인증

26 울산 토담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나만의 도자기만들기(도예가 진로체험)

27 울산 헤어인헤어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미용사 직업체험 재인증

28 경남 BBS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로체험, 헤나아트&타투 

진로체험, 네일아트 진로체험
재인증

29 경남 거제메이커센터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미래교육 메이커 체험교실(3D프린터, 드론, 

로봇, 레이저가공기기활용 전문가 체험)

30 경남 경남 고성도서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도서관에서 내 꿈 찾기, 미래를 찾는 우리의 

여행(사서, 기록물관리사 진로체험)

31 경남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기상청 기상예보관 직업체험, 찾아가는 기상

과학자 체험교실

32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활천치안

센터 청소년경찰학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경찰관 직업 체험 재인증

33 경남 양주유치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요 재인증

34 경남 의령군친환경골프장사업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골프선수, 엘리트 체육인 체험하기 재인증

35 경남 진주소방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재인증

36 경남 창신대학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슬기로운 간호활동, 시뮬레이션으로 간호사 

체험하기,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재인증

37 경남 창원과학체험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D프린터 전문가, 앱개발 전문가, 청소년  

조향실험 조향사 직업진로체험
재인증

38 경남 함양제일고등학교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농업·공업·상업분야 직업체험

39 경남 (주)경남도민일보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약한자의 힘 '경남도민일보' 견학프로그램 재인증

40 경남 (주)비알뇌교육(경남교육국)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화풀이캠프(스트레스관리 및 감정정화 인성캠프) 

41 경남 (주)예술공간 예닮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국악을 통한 연주자 직업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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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남 건영승마장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승마진로체험 재인증

43 경남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당당하게 달리자~청렴맨!!,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

44 경남
그린스쿨((구) 

가야전산정보)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D펜 아티스트 진로체험, 반려견 훈련사  

진로체험, 의사/약사/수의사 진로체험
재인증

45 경남 내화체험목장 농림어업직
낙농업체험(치즈만들기, 피자만들기, 소 먹이주기, 

송아지우유주기, 아이스크림만들기)
재인증

46 경남 농협양산시지부 경영∙사무∙금융∙보험직 NH농협은행 행복채움 금융전문가 진로교육 재인증

47 경남 땡스클레이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세상을 빚어내는 한 줌의 흙 (창작도자체험), 

도자예술 진로체험, 도자예술과 디자인"너"

48 경남 레마프레소 커피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바리스타 직업 체험 재인증

49 경남 로보티즈 (양산 덕계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로봇 만들고 코딩하기! 재인증

50 경남 맛드림요리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내 꿈은 셰프(요리사) 재인증

51 경남 물사랑교육농장 농림어업직 나도 음료회사 CEO(최고경영자)다! 재인증

52 경남 봄벚꽃마을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예술인과 함께하는 냄비받침 만들기 

53 경남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농림어업직

나도 숲을 가꿀 수 있어요(임업종사자 진로

체험)
재인증

54 경남 자아연토탈미용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뷰티아티스트, 토탈뷰티 직업체험 재인증

55 경남 정휘공예연구소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친환경 문화예술사 진로체험 나무 조각으로 

만드는 문패 만들기, 냅킨소품 체험

56 경남
지구시민운동연합 

경남지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지구 환경 문제와 환경 관련 분야 소개 및 

체험활동 
재인증

57 경남 천율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사물놀이 배우기, 울림북 배우기로 알아보는 

국악인, 국악공무원
재인증

58 경남
한선생 커피 바리스타 

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커피 바리스타 계열의 진로 탐색 및 바리스타 

체험 
재인증

59 경남 항진굼벵이농장 농림어업직
나는 행복한 곤충농부, 나는 곤충표본 전문가, 

곤충사육사

60 경남 햇살문화스쿨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캔들 아트 공예가, 석고 아트 공예가, 슈가

크래프트 공예가, 아로마테라피스트

61 경남 현대요리커피학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도전! 조리사 진로 체험!, 도전! 바리스타  

진로 체험!
재인증

62 경남 화포천습지생태공원 농림어업직
자연에서 찾는 나의 꿈(생태연구자,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자연안내자 진로체험)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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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권역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우수사례 

수도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과 함께하는 나도 고전번역가!」공공부문

□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학생들에게 고전문헌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본 체험처는 고전연구자, 고전번역가, 한문학교육자들을 중심으로 

고전의 의미, 고전번역의 필요성과 번역 과정을 안내하고, 관련 직업에 

대한 진로 소개와 함께 고전 읽기, 번역문 발췌 등 고전 번역 관련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수도권 머니투데이 방송

「꿈꾸는 여의도 경제버스」민간부문

□ 머니투데이방송은 2010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꿈꾸는 

여의도 경제버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금융과 경제분야 지식을 

알려주고, 자본시장의 역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 본 체험처의 체계적인 진로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어려운 금융과 

경제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애널리스트, 은행원, 펀드매니저 등 

금융 분야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방송사와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 연계 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가상으로 

회사를 경영해 보는 금융진로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 23 -

수도권 SK텔레콤 (수도권Infra본부)

「SK텔레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동통신 진로체험」민간부문

□ SK텔레콤(수도권Infra본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17년부터 진로체험망 ‘꿈길’을 

통하여 정보통신 분야 진로체험, 명사 초청 특강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 본 체험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와 SW가 연계된 기술 및 제품 Trend(NUGU, 스마트 헬스케어,

VR)를 포함한 첨단 ICT기술 체험을 통해 적성과 진로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 정보통신분야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동통신 원리를 이해하고 이동통신 설비 관제실 견학, 통신서비스 

장비체험 등 미래직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충청권 대전 문학관

「문학관 속 작가 만나기」공공부문

□ 대전문학관은 문학으로 말하고, 문학으로 꿈꾸는 행복한 문학생활을 

만들어 가고자,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

있는 문학 진로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본 체험처는 대전의 대표문인 5인 소개를 시작으로, 기획전시실부터 

상설전시실, 야외문학관까지 둘러보고 기억에 남는 부분을 상기

하며 작가가 되어보는 글쓰기 체험을 마련하고 있다.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 문학평론가, 서지학자, 문학관 학예사 등 인문분야 

직업군을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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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도일 디자인

「폐가구 재생프로젝트」민간부문

□ 도일디자인은 서산시 행복마을학교, 충남 여성기업으로 선정된 

꿈새움 마을교육공동체 기관 중 하나로, 목공예가, 인테리어 전문가,

경영인 등과 함께 버려지는 폐가구들을 회수하여 재가공하는 

업사이클링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본 체험처는 목공, 페인팅, 필름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폐가구를 

재가공하고, 업사이클된 가구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무상기부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을 지향한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호남-제주권 서해 어업 관리단

「어업 감독관이 되어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호에 직접 승선하기」공공부문

□ 서해 어업 관리단은 재인증기관으로써 해양수산아카데미를 통하여 

국내외 불법어업·단속 관련 어업지도, 공동대응센터 임무 및 역할 

소개 등 해양수산부 공무원 직업에 관련된 진로체험을 안내하는 

공공기관 진로체험처이다.

□ 본 체험처에서 중점으로 운영 중인 해양수산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국가어업지도선에 관련된 업무소개, 주요시설 견학,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어업지도선 승선체험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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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꿈꾸는 진로멘토링 아쿠아리스트」민간부문

□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바다와 인접한 차별화된 지역 환경을 기반으로,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와 함께 교육기부를 통해 해양생물교실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 본 체험처는 학생들의 해양 동·식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특히, 고등학생들에겐 아쿠아리스트, 생육사육사, 다이버 등 관련 

직업군에 대한 진로와 취업 정보를 구체화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남-제주권 레디 메이커

「AI(인공 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코딩하기」민간부문

□ 레디 메이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디지털 

메이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본 체험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 직업군(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아이키트(AI와 연계한 로봇 활용 교육콘텐츠)와 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 코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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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구-경북권 KOICA 글로벌 인재 교육원

「찾아가 행복을 나르는 공정무역 진로체험」공공부문

□ KOICA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 전시체험관에서는 그간 교육기부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진행하였으며, 공정무역, 환경 등 

공공성이라는 콘텐츠 내용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 영월 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인기 있는 진로

체험처 중 하나이다.

□ 본 체험처는 재인증기관으로서 도슨트와 함께하는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부터 지구촌 음식문화축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진로교육 등 수준(학교급)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진로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강원-대구-경북권 만지는 박물관

「박물관 사람들의 설악산 문화재 보물찾기」민간부문

□ 만지는 박물관은 기존 박물관의 단순 체험 또는 감상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문화재를 직접 만지면서 체험하며, 문화유산 

교육을 진로체험과 연결하여 관련된 직업군을 자세히 알려주는 

진로체험 활동을 제공해 왔다.

□ 본 체험처는 큐레이터, 문화재보존전문가, 도슨트 등 박물관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중심으로 문화재를 직접 만지며, 스토리

텔링을 만들어 전시하고 해설할 수 있게 한다. 각 과정에 맞는 

문화재 진로체험을 진행하여 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양질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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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부산 동부 청소년 꿈키움센터

「보호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법교육, 모의법정 체험」공공부문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전문

기관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법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 본 체험처는 재판 제도의 이해 및 법교육, 모의 법정과 구금시설 

참여 등 법체험, 보호직 공무원 소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찾아가는 법체험·진로체험’은 

지역사회 내 인기 진로체험으로 많은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권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다양한 4차 산업 진로체험」민간부문

□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은 미래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산업용 로봇제어, 메카트로닉스, 드론산업 등 

다양한 양질의 4차 산업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 본 체험처는 ’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군에 대한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 메카트로닉스 , 드론

비행 , 로봇제어 , 3D프린트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코딩하여 설계한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진로체험을 제공하기에 4차 산업 분야별 진로에 대한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