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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교육통신

제2022∼94호
문의처: 031-952-3603
담당자: 전 승 현

2022학년도 파주진로교육박람회 안내
자녀의 꿈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와 진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파주시·파주교
육지원청·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주관으로 2022학년도 파주진로교육박람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
오니,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명: 2022학년도 파주진로교육박람회
2. 일 시: 2022. 9.16.(금) 10:00~16:00
3. 장 소: 경기미래교육캠퍼스((구)파주영어마을, 파주시 탄현면 얼음로 40 )
4. 대 상: 파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
5. 프로그램 내용

영역
운영본부
학부모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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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처

학교동아리

세부영역

행사 진행
미래교육의 비전
특성화고 상담
일반고 상담
대입 상담
대학 정보
대학생 학과 상담
다중지능 검사
프레디저 카드
진로가치 카드
진로 게임1
진로 게임2
창업 체험
진로 인성 체험
어가행렬
한그루
서영대학교
서영대학교
국제스포츠드론
머쉬룸팜
DMZ드림푸드
마루공방
앤드엣 섬유예술센터
119 수호천사
파주소방서
VR 체험
파주시청, 교육지원청
동아리

내용

안전사고 예방, 안내
미래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비전
특성화고 진학 정보 및 교육과정
고입 전략 및 교육과정 상담
입시전형 방법별 대입전략 상담
서영대, 두원공과대, 웅지세무대 안내
학과소개 및 멘토링
내가 잘하는 것은 뭘까?
프레디저 진로설계-나를 확장하라!
가치관을 진로와 연결
도전! 진로 방탈출 게임
진로 장벽타파, MY 버킷리스트 GOLE 인!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체험
진로설정 및 목표를 위한 체험
전통차 문화 및 로컬푸트 다식체험
업싸이클링 목공체험
미래자율자동차
AI, IoT, 로봇
꿈을 찾아주는 드론
원예치유 · 환경교육
6차산업 진로체험
미니어처 공예체험
섬유공예 터프팅 체험
응급처치 체험
개인안전장비 착용 체험
가상현실 안전체험
혁신 교육프로그램 홍보
중·고등학교 동아리 체험

[2022학년도 파주진로교육박람회 학부모 특강 참여신청]
1. 일시: 2022.9.16.(금)
2. 시간: (1회) 11:00~12:30, (2회) 14:00~15:30
3. 장소: 경기미래교육캠퍼스(구, 영어마을) 내 강연장
4. 내용: 미래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비전
- 1회: (주제) 변화하는 미래 직업세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강사) 박정근 (호매실고등학교 교사,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 2회: (주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가정신교육
(강사) 유승목 (고양송산중학교 교사, 전국청소년기업가정신연구회 연구위원)
5.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
6. 참여신청 : 2022.9.14.(수)까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 https://naver.me/FuWGvi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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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양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