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충북진로교육박람회 운영 계획(안)

충청북도진로교육원

1. 행사 개요

행 사 명 2020. 충북진로교육박람회 

주  제 푸른꿈, 나의 미래를 그리다.

기 간 2020. 10. 22.(목) ~ 10. 23.(금), 9:30 ~ 16:30

장  소 충청북도진로교육원 및 각 학교 교실

대 상 초∙중∙고 학생, 교사 등 

주최/주
관 충청북도진로교육원

프로그램 
구성

구분  분       야 내       용

대면
체험
(방문)

진로교육원

[실 내]
 체험마을

▣ 진로상담마을
▣ 진로직업체험마을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   
▹10개 진로직업체험마을

진로교육원

[실외]
체험 부스

▣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마당
▣ 대학학과체험마당
▣ 기관진로체험마당
▣ 학생동아리체험마당

▹지역발굴 22개 직업체험
▹지역 대학 13개 학과체험
▹지역 기관 14개 직업체험
▹초․중․고 16개 진로동아리체험 

비대면
체험

(온라인)

각 학교
교실 ▣ 온라인 진로체험 ▹비대면 7개 진로체험

▹00교 00명 사전 신청

각 학교 
교실 ▣ 온라인 직업세계골든벨 ▹개인별 직업세계 골든벨

▹00학교 00명 사전 신청

※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진로체험 부스 목록

1)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체험마당

순번 지  역 체험처명 체 험 내 용

1 청주 청주시배첩전수교육관 훼손된 문화재를 치료하는 의사 

2 청주 사회적기업 새움(진로교육) 6대 핵심역량 알아보기

3 청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나는 미래헌혈자

4 청주 (사)청풍인성예절협회 건강한 꽃차 전문가체험

5 청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오늘은 나도 고고학자!

6 청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뭐든지 뚝딱 발명가!

7 청주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 과학기술진흥센터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라

8 청주 서원대학교 2020학년도 학과 진로체험

9 청주 라폼므현대미술관 뮤직큐레이터 : 작품매니저체험

10 청주 MBC충북 나도 미디어크리에이터!

11 청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무얼할까?

12 청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우리는 식품안전지킴이 HACCP !

13 청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분야 진로 교실

14 충주 충주사과한과 한과의 세계화를 꿈꾸다-사과 유과 체험

15 제천 예솜공방 나도 공예가-하바리움 무드등 만들기

16 보은 보은수학공원 보고 듣고, 만지는 스트링아트 만들기

17 옥천 종이문화재단 꿈을 달아 보아요-피규어 악세서리 만들기

18 영동 연화한지공예 핸드메이드 나만의 가방만들기

19 괴산 괴산한지체험박물관 한지의 매력에 빠지다-한지등 만들기 체험

20 진천 연주마루 꿈 담은 꽃다발-봉매듭 꽃다발 만들기

21 음성 강동대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주얼리 생활 공예의 세계로

22 단양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지오드리머(Geo-dreamer)-컬러시멘트로 소품 만들기



2) 초·중·고 학생동아리 체험마당

3) 대학학과 체험마당

순번 대 학 명 학  과 체 험 내 용

1 강동대학교 경찰행정과 경찰과학수사 체험의 세계로~(지문채취, 위조지폐감식)

2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안경사 면허증!

3 극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와 함께하는 건강차 및 방향제 만들기

4 중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의 이해와 전기공학자 체험 『중원 Electra』

5 청주대학교 항공운학과 파란 하늘, 꿈을 담자-시뮬레이터 비행체험

6 충북보건과학대 임상병리과 나의 휴대폰 세균을 잡아라 

순번 학 교 명 동아리명(학급) 체 험 내 용

1 동성초 그무개 메이커 아티스트! 그무개와 함께하는 목공체험

2 앙성초 5학년 머신러닝 프로그램 만들기와 AI 기능 로봇 체험하기

3 앙성초 6학년  AI 추천기능을 활용한 나만의 T-shirt 만들기

4 오석초 O.D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체험

5 새너울중 새너울꿀꿀이 천연벌꿀의 새로운 변화- 쿡 & 피부케어

6 세광중 세광슈타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다(오르니톱터 만들기)

7 세광중 물리짱 로켓 발사/ 쓰리, 투, 원, 발사!!

8 대성여자상업고 꿈꾸는 나무 나무로 연필꽂이와 손거울을 만들어 볼까?

9 증평공업고 시크릿 쥬얼리 레진 공예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10 증평공업고 흙사랑 물레 체험으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11 증평공업고 #단하나 나만의 #단하나 모듈 액세서리 만들기

12 주성고 2학년 8반 나도 인테리어 디자이너, 나만의 가구로 방을 꾸며요.

13 한림디자인고 창작공작소 상상한 모든 디자인이 눈 앞에 펼쳐진다!

14 청주공업고 청공공작소 원목 연필꽂이 만들기 체험

15 학생방송활동A 방송동아리 폴라로이드 촬영 및 진로교육박람회 영상 촬영

16 학생방송활동B 방송동아리 폴라로이드 촬영 및 진로교육박람회 영상 촬영

4) 기관 진로체험마당

순번 기 관 명 체 험 내 용

1 청주기상청 찾아가는 날씨 캠프-풍향풍속계 만들기

2 한국석유관리원석유기술연구소 유(油)반장과 함께하는 가짜 석유를 찾아라

3 자녀안심재단부설한국법교육센터 찾아가는 로파크-에코백 만들기

4 NH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과 함께하는 금융·진로체험교실

5 상당산성자연휴양림 숲에서 찾은 나의 꿈-우드버닝 공예로 나의 꿈 표현하기

6 국립청주박물관 박물관에서 꿈을 키우다-문화재 종합병원(보존처리 체험)

7 채움플러스 3D 모델링 체험

8 채움플러스 우드토이-만년달력으로 진로로드맵 작성하기

9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콘텐츠코리아랩
3D펜 체험 SSAK3 충북콘텐츠코리아랩

10
충북콘텐츠코리아랩

(팝코즈)
재미있게 즐기는 드론스포츠 “팝드론 배틀 게임”

11
충북콘텐츠코리아랩

(㈜디디살롱)
지역캐릭터 “청주유생 청주유” 키링 만들어유

12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서가제책)
전통예술제책 Making

13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산림헬기 조종사·정비사·공중진화대원으로 미래를 비행하다

14 창체넷 푸르미이동교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우리지역생물 「미선나무」 컵받침 만들기

순번 대 학 명 학  과 체 험 내 용

7 충북보건과학대 작업치료과 작업치료와 인지재활 치료는 무엇일까?

8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응급구조과 CPR 교육, 경추보호 응급처치, 인튜베이션 실습

9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의료재활과  의료재활과 의지보조기 제작 체험

10 충북대학교 LINC+사업단 식물의 광합성 색소 분리 체험

11 한국교통대학교 무한상상실 무한상상 과학 창작 실험실

12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지능형기계과
전기제어과

3D 프린터로 미래를 만들자(목)
신기한 전기세상-전기제어패널, 태양광추적시스템 체험(금)

13
한국폴리텍대
(충주캠퍼스)

드론전자과
자동차과

드론에 꿈을 싣고-드론 조종 체험하기(목)
미래의 일(Job) 자동차와 함께-자동차 구조 및 원리 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