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로 미래로, 진로체험 박람회

 ❍ 분야별 세부 행사 내역

연번 구분 부스명 주요내용 비고

1

평화ZONE

북한음식 체험 ‣ 실제 북한에서 인기 있는 북한 음식 맛보기

상시운영

2 독도 필통 만들기 ‣ 독도 홍보용 필통 제작 체험

3 통일 캘리그라피 ‣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 문장을 캘리그라피로 표현

4 평화 뇌파차를 돌려라 ‣ 뇌파로 움직이는 평화 뇌파 차 체험

5 미래로 평화로 차세대 영상 VR ‣ 가상현실(VR)카드보드 만들기

6 북한 생활용품 ‣ 실제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의류, 교과서, 생필품등 전시

7 통일 골든벨 ‣ 통일관련 콘텐츠로 진행되는 골든벨 1회

8

인성함양ZONE

조이앤드림 ‣ 나자신 색깔 찾기,꿈 인형을 통해 자신의 미래모습 찾아보기

상시운영

9 H-STEAM 인간중심 융합교육 ‣ 인성-자기상징물 찾기 교육

10 H-STEAM ‣ 3D펜 교육체험

11 진로상담 ‣ 진로적성 검사 지를 통한 진로상담

12 지문 적성검사 ‣ 지문을 이용한 적성검사

13

창의교육ZONE

로봇키트 ‣ 로봇키트로 로봇에 대한 지식 학습

상시운영

14 STEAM체험 ‣ 아트 놀이를 활용한 STEAM 체험

15 코딩로봇 ‣ 교육용 코딩로봇을 활용한 코딩 학습

16 코딩로봇 강좌 ‣ 교육용 코딩로봇을 활용해 재미있게 코딩 배우기

17 디자인 씽킹 ‣ 아이디어 만들기 “디자인싱킹“

연번 구분 부스명 주요내용 비고

18

진로체험ZONE

드론체험 ‣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체험

상시운영
19 3D 프린터 체험 ‣ 3D 프린터 체험

20 직업 탐색 및 홀랜드 검사 ‣ 직업카드를 이용한 직업탐색 홀랜드 검사

21 가상현실 유니버스 체험 ‣ VR/AR 관련 퀴즈 풀기 및 게임체험

22

문화예술ZONE

예술로 나아가는 2018 미래교육 ‣ 소망파우치 만들기, 전통 한지 인형만들기

상시운영

23 내가 바로 웹툰 작가 ‣ 와콤 신티크를 이용하여 웹툰 창작 체험 프로그램

24 북한문화소재 UCC만들기 ‣ 스마트기기 앱을 활용한 북한문화소개 UCC만들기

25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체험

26 입체종이체험 ‣ 입체 종이접기 체험

27

과학멘토링ZONE

생물학의 친구 단백질 ‣ 현미경, 파이펫 전기영동법 체험

상시운영
28 라이트형제 따라잡기 ‣ 비행기 모형 만들기 체험

29 누드 헤드폰 만들기 ‣ 누드 헤드폰 만들기 체험

30 꿈틀이 뱀로봇 만들기 ‣ 뱀로봇 만들기 체험

31

이벤트ZONE

향기체험 ‣ 나만의 색다른 향기 만들기 체험
상시운영

32 페이스페인팅 ‣ 페이스페인팅 체험

33 로봇공연 ‣ 로봇트 전통문화 예술공연 2회

34 문화예술공연 ‣ 마술, 댄스, 음악 공연 1회

35 소통ZONE

(진로특강)

역사강연(역사강사 최태성) ‣ 코리아 스토리, 전쟁과 평화 13:00

36 진로강연(구글코리아 김태원 상무) ‣ 미래사회의 변화와 청소년의 진로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