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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세상 방문 진로체험 / 찾아가는 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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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세상에듀 

사업 분야 

• 초, 중, 고등학교의 진로체험 

• 1년 12회 진로체험 수업 진행 

• 교사 연수 진행 

찾아가는 진로체험 

• 초, 중, 고등학생의 실험을 위한 키트 

제작 및 판매 

• 주요 제품:  

        1)간이전기영동 (유전자 전기영동)  

        2)천연물 화학실험 및 향수만들기 

            (항산화 활성 실험)   

KIT 제작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당뇨바이오실험경진대회 

• 충주 바이오의과학 실험경진대회  

    

과학경진대회 기획 및 주최   

• 바이오세상에듀 실험실 세팅 

• 다양한 유전공학 기자재 보유 

• 현장방문을 통한 확실한 직업체험 가능 

바이오세상 방문 진로체험 

Biosesa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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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현장 방문 체험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생명공학 시약 및 기자재    

    직접 확인 가능   

2. 생산라인 견학  

수용 인원  
최대 40명까지 가능 (점심 식사 제공)  

1인 30,000원 

진행 가능 프로그램 

진행 가능 프로그램 

1) 화학공학 연구원 

2) 바이오산업 연구원 

3) 생명공학 연구원 

4) 병리학자  

5) 과학수사학 

6) 제약공학 

Smart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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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0분 
바이오세상 도착 

(출강수업의 경우, 현장 도착) 

(20분) 
화학공학에 대한 이해 

화학공학 연구원 진로 소개 

(20분) 다양한 용액의 pH 확인하기 

(20분) 
알긴산 반응을 통한 화학 및  

화학공학 이해  

(30분) 

나만의 섬유향수 만들기 

(각 원료의 역할 이해) 

화학공학 전문 연구원  

마무리 교육 

Smart Education System 
방문형 직업체험 수업으로 직업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EXPERIENCE 
      경험 

UNDERSTAND 
       이해 

APTITUDE 
    적성 

프로그램은 원하는 실험으로 재구성 가능합니다.  

화학공학자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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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0분 
바이오세상 도착 

(출강수업의 경우, 현장 도착) 

20분 
화학공학에 대한 이해 

화학공학 연구원 진로 소개 

20분 
1)다양한 용액의 pH 확인하기 

2)pH중화적정반응 실험 진행 

20분 
다양한 pH 용액을 이용한 

알긴산 반응 실험 진행 

30분 

나만의 섬유향수 만들기 

(각 원료의 역할 이해) 

화학공학 전문 연구원  

마무리 교육 

Smart Education System 
방문형 직업체험 수업으로 직업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EXPERIENCE 
      경험 

UNDERSTAND 
       이해 

APTITUDE 
    적성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진행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화학공학자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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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ducation System 
방문형 직업체험 수업으로 직업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EXPERIENCE 
      경험 

UNDERSTAND 
       이해 

APTITUDE 
    적성 

과학수사학 
(초·중·고) 

총 120분 
바이오세상 도착 

(출강수업의 경우, 현장 도착) 

20분 
과학수사학 소개  

과학수사 진로 소개 

40분 

1) 피펫 사용법 익히기 

2) DNA로 범인 찾기 원리 알기 

3) 6명의 용의자 중 범인 찾기 (간이전기영동 실험)  

30분 루미놀 반응을 통한 혈흔 확인 

30분 

지문검출 및 지문 명함 만들기  

교육 마무리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진행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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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0분 
바이오세상 도착 

(출강수업의 경우, 현장 도착) 

20분 
제약공학 소개 

제약공학 관련 진로 소개 

40분 

주변 식물의 효능 찾기 

1)식물 잎 추출물 만들기 

2)항산화 활성능 테스트 하기  

30분 

크로마토 그래피 기법으로, 

TLC판에 추출물 전개 

교육 마무리 

Smart Education System 
방문형 직업체험 수업으로 직업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EXPERIENCE 
      경험 

UNDERSTAND 
       이해 

APTITUDE 
    적성 

프로그램은 원하는 실험으로 재구성 가능합니다.  

제약공학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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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ducation System 
방문형 직업체험 수업으로 직업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EXPERIENCE 
      경험 

UNDERSTAND 
       이해 

APTITUDE 
    적성 

총 150분 
바이오세상 도착 

(출강수업의 경우, 현장 도착) 

30분 

1)생명공학 소개 

생명공학 관련 진로 소개 

2)피펫, 전기영동기, 원심분리기, 항온기 등의 

기기 사용법 설명  

70분 타액으로 나의 DNA 추출하기  

30분 추출한 DNA 전기영동 실험 

20분 

UV 램프로 DNA 확인하기 

교육 마무리 

생명공학
(초·중·고)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진행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9 

Smart Education System 
방문형 직업체험 수업으로 직업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EXPERIENCE 
      경험 

UNDERSTAND 
       이해 

APTITUDE 
    적성 

프로그램은 원하는 실험으로 재구성 가능합니다.  

병리학 
(초등) 

총 120분 
바이오세상 도착 

(출강수업의 경우, 현장 도착) 

20분 
병리학 소개 

병리학 관련 진로 소개 

40분 

소변샘플로 알아보는 질병 

1)관련 질병에 대해 알아보기 

2)소견서를 직접 작성해보기 

30분 
모의혈액형 검사 

(혈액검사 원리를 알기) 

30분 

영양소 검출실험 

(몸의 구성성분 알기)  

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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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ducation System 
방문형 직업체험 수업으로 직업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EXPERIENCE 
      경험 

UNDERSTAND 
       이해 

APTITUDE 
    적성 

병리학 
(중·고등) 

총 120분 
바이오세상 도착 

(출강수업의 경우, 현장 도착) 

20분 
병리학 소개 

병리학 관련 진로 소개 

40분 

소변샘플로 알아보는 질병 

1)관련 질병에 대해 알아보기 

2)소견서를 직접 작성해보기 

30분 
모의혈액형 검사 

(혈액검사 원리 알기) 

30분 

DNAchip을 이용한 의뢰인의  

질병을 진단하기 

(DNAchip의 원리를 알고 직접 질병을 

진단해보기) 

교육 마무리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진행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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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ducation System 
방문형 직업체험 수업으로 직업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EXPERIENCE 
      경험 

UNDERSTAND 
       이해 

APTITUDE 
    적성 

미생물학
(초·중·고) 

총 90분 
바이오세상 도착 

(출강수업의 경우, 현장 도착) 

20분 
미생물학 소개 

미생물학 관련 진로 소개 

30분 

미생물 배양 방법 실습하기 

1)스트레킹 

2)스프레딩 

20분 손소독제 만들기  

20분 

다양한 배지를 이용한 손소독제  

효능 알아보기 

교육 마무리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진행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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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ducation System 
방문형 직업체험 수업으로 직업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EXPERIENCE 
      경험 

UNDERSTAND 
       이해 

APTITUDE 
    적성 

총 120분 
바이오세상 도착 

(출강수업의 경우, 현장 도착) 

20분 
바이오산업 소개 

바이오산업 관련 진로 소개 

40분 1) DNA 간이 전기영동 실험 

30분 
2) 신약개발 체험  

  (DPPH 항산화 활성 실험)  

30분 

3) 질병진단 DNA chip 실험 

교육 마무리 

바이오산업
(중·고)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진행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Thank You 
2019년 신년도 사업 (현장방문 진로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