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로 체험 프로그램 안내문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진로 체험을 

실시합니다. 진로 체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

조를 요청합니다.

 

3. 참여 방법: 

  가. 본교 방문 또는 중학교 방문 중 선택

  나.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 제출

               (내부 메일로 붙임파일 발송-경주정보고 이준혁 선생님)

4. 목적 :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찾기 활동과 진로체험 활동

5. 진로 체험 프로그램 내용 :

  바리스타 체험, 제과제빵 체험, 드론 체험, 3D 프린팅 및 유투버 체험, 

스포츠 마사지&테이핑 체험

6. 지원 사항: 차량 지원 및 기념품, 간식 제공

7. 기대 효과 :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만 의존한 나머지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직업 탐색 활동과 직업 체험 활동으로 본인 스스

로가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취업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보내

기 위해서 역량을 갖춘 전문 강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청소년 유관 기관

과 학교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입

시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로 체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바리스타 체험

1. 장소: 바리스타실

2. 활동 시간: 50분

3. 활동 내용:

  가. 핸드드립 추출(30분)

    1) 예열하기

  추출 시 지나는 모든 기구의 온도를 충분히 예열하는 작업은 추출 도중에 

추출액이 식어 커피 맛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온수를 이용해 

드리퍼와 서버, 커피를 담아 낼 잔을 예열해 두어 맛과 향을 유지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2) 여과지 장착

  드리퍼의 용량과 모양에 맞는 필터를 선택하여 끝을 접고 드리퍼 안쪽에 

밀착시켜준다.

    3) 원두 담기

  사용 직전 원두를 분쇄하여 필터 안에 담아둔다. 보통 계량스푼을 이용하는

데 영점저울을 이용해 그라인더에서 바로 원하는 양을 담아내기도 한다. 정량

의 원두를 담고 나면 살짝 흔들어 원두 표면이 평평해지게 한 후 서버 위에 

올려둔다.

    4) 뜸들이기

  뜸들이기 과정은 약 20~30초 가량 진행되며 이 후 커피가 완전히 부풀었

다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 할 때 커피 추출을 시작한다.

  나. 드립백 만들기(20분)



◆ 드론 체험

1. 장소: 수송관(다목적 강당)

2. 활동 시간: 50분

3. 활동 내용:

  

  가. 드론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드

론에 대해 알아보고 드론의 기본 원리, 기본적인 항공법, 드론 조종법을 이해

하고 토이드론 비행 실습을 통해 앞으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체험 활동을 한다.

  

  나. 프로그램 진행 순서

순번 목차 프로그램 내용 시간

A 드론에 대한 이해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비행

원리, 항공법, 활용분야, 앞으로의 전망에 대

한 이해

20분

B
드론으로 찍은 동

영상 감상

드론을 활용하여 체육대회에서 동아리 부원

이 촬영한 동영상 감상
10분

C
토이드론 비행 실

습

드론의 조정법을 이해하고 토이 드론으로 비

행 실습 체험
20분



◆ 제과제빵 체험

1. 장소: 제과제빵실

2. 활동 시간: 100분

3. 활동 내용:

  

  가. 초코칩 만들기

1. 시간 : 100분(예정)

2. 모둠 : 5명씩 1조(총 4조)

3. 강사 : 방과후학교 강사

  

  나. 공정 순서

    1) 재료 계량하기 및 가루류 체치기(박력분, 아몬드가루, 베이킹파우더, 코코아 

파우더는 서로 혼합하여 체치고 볼에 담는다.) 

    2) 오븐은 미리 180℃로 예열한다.

    3) 버터는 부드러운 상태가 되도록 풀어준다.

    4) 설탕+소금을 2번 정도 나누어 휘핑을 하고 2번째는 설탕의 입자가 남아 있

을 정도로 살짝만 휘핑을 한다.  

    5) 달걀을 넣고 휘핑을 한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2번에 나누어 휘핑한다.)

    6) 5번에 체 친 가루를 넣고 주걱으로 11자로 자르듯이 섞어주고 너무 많이 섞

지 않도록 한다. 가루류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초코칩을 넣고 살짝 더 

섞어준다. 

    7) 테프론 시트를 깐 팬 위에 40g 크기로 팬닝을 하고 초코칩을 올려준다.

    8) 180℃로 예열된 오븐에 12-15분 정도 굽는다.

    9) 식힘망에 올려 식혀준 후에 포장을 한다.



◆ 3D프린팅 및 유투버 체험 

1. 장소: CAD실, 스마트 채움 교실

2. 활동 시간: 50분

3. 활동 내용: 3D프린팅 및 유투버 체험 실습

  

 가. 3D프린팅 체험

  1) 장소: CAD실(3D프린터용 제품제작 실습실)

  2) 내용: 학생 스스로 3D프린팅의 결과물을 자신의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1인 1대의 3D프린팅 실습 환경으로 제품 제작

실습실 3D프린터 3D스캐너

 나. 유투버 체험

  1) 장소: 스마트 채움 교실

  2) 내용: 전문 촬영 기기를 활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 후 인터넷 서버

에서 확인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실습 환경을 구축

실습실 카메라 셀프 촬영 소모임 동영상 제작



◆ 스포츠 마사지&테이핑 체험 

1. 장소: 수송관(대강당)

2. 활동 시간: 50분

3. 활동 내용: 스포츠 마사지&테이핑

 가. 스포츠 마사지(30분)

  1) 목적: 혈액 및 임파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운동 예방법

  2) 순서: 손발의 끝(말초부)부터 중심부인 심장을 향하여 구심성을 행하여 혈액

순환 및 임파순환을 도모하면서 손과 발끝부터 몸안으로 실시

  3) 과정:

    가) 경찰법으로 손등과 손바닥을 따뜻하게 한다. (1~2분)

    나) 각 손가락을 시지복, 모지복으로 잡고 쓸어 잡아당긴다. (3회)

    다) 피술자의 소지와 엄지를 시술자의 양 소지에 끼고 모지첨으로 피술자의 손

바닥을 1행선부터 3행선까지 압박한다. (3회)

    라) 모지복으로 손바닥을 원을 그리듯 강하게 압박한다. (1분)

    마) 피술자의 손바닥을 위로 해서 양손으로 잡고 젖혀준다. (3회)

    바) 시술자의 시지부터 소지를 피술자의 정권부를 받치고 꺾어준다. (3회)

 나. 테이핑 요법(20분)

  1) 목적: 부상의 예방 부위의 재발 방지, 재활 훈련 시 고정, 응급 처치

  2) 종류: 부위별 테이핑

무릎 어깨

허리 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