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사진 세부내용

1
무선네트워크공학자

(무선전력송수신기)

- 전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한 WPT 장치를 제작하고 전기와 자

기의 흐름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 (결과물)

- 전공적합성에 맞는 직업체험을 통해 개별 학생의 진로 전문

성을 높임 (특성화고의 경우 NCS와 연계한 실무적인 직업체

험)

2
통신기술전문가

(적외선 멜로디 

리모컨)

-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리모컨을 

제작하고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 (결과물)

- 실제 직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 미래 진로 설계 

및 직업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3
음향엔지니어

(스피커제작)

- 코일이 자석과 반응하여 코일과 연결된 진동판이 공명하면서 

소리가 나는 전자석 스피커 제작 (결과물)

- 스피커가 진동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소리를 크게하기 

위한 방법 탐구하고 적용하기

4
건축공학자

(미래형건축)

- 건축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삶과 기후 변화를 고

려한 건축 양식 이해하기

- 건축물의 설계방법을 배우고 만들고 싶은 건축물을 스케치한 

후 우드락 활용하여 건축물(folly) 제작 (결과물)

5
전기전자공학자

(오토라이트가로등)

- 빛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브레드보드와 여러 가지 

전기소자를 이용하여 전기회로 구성하기

- 빛의 양에 따라 전도율이 변하는 CdS 센서를 사용하여 불이 

꺼지면 불이 들어오는 가로등 만들기 (결과물)

6
화학공학자

(썬크림, 

시어버터영양크림)

- 천연자원으로부터 인류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만드는 

화학 공정에 대해 알아보기

- 천연 베이스 오일과 식물 추출물을 사용하여 피부의 자극이 

없는 선크림(또는 시어버터 영양크림) 만들기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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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과학자

(CSI과학수사)

– 법과학자에 맞는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체험을 통해 학

생 스스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지원

– 액체법, 형광법 등 다양한 지문 감별법을 체험하고 혈흔 검출 

용액을 제작하고 혈액과 반응하는 시약의 화학 반응 분석하

기 (결과물)

8
과학자

(매직사이언스)

– 교과서 속 과학 개념과 법칙을 여러 가지 실험으로 풀어내어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시간

– 수면 위의 불꽃, 극저온의 세계, 사라지는 물, 플래시 파이어 

등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실험 진행 (결과물)

9
무인항공기 조종사

(드론조종사)

- 드론의 이론에 대한 기초 교육과 실습을 동시에 함으로써 드

론 비행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는 시간

- 전공적합성에 맞는 직업체험을 통해 개별 학생의 진로 전문

성을 높임 (특성화고의 경우 NCS와 연계한 실무적인 직업체

험)

10
생명공학자

(생물해부)

- 바이오산업의 기초 지식에 대해 배우고,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인류의 건강 증진과 서비스 같은 다양한 부가가치에 대해 알

아보기

- 돼지 심장을 해부하는 과정을 통해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

해 알아보고 심장과 혈액 순환 관계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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