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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 사이버 진로 교육 수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름초등학교 교육 가족 여러분! 댁내 항상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생애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사이버
진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학년 중 자율 선택 과정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해당 학년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대상: 초등학교 5 ~ 6학년
2) 운영기간: 2022. 3. 2.(수) ~ 2022. 11. 30.(수)
기수
운영 기간
1
2022년 3월 2일 ~ 7월 8일
2
2022년 7월 11일 ~ 8월 31일
3
2022년 9월 1일 ~ 11월 30일
3) 홈페이지주소: http://dream.go.kr/jinrogogo
4) 콜 센 터: 1600-3680
5) 위탁운영: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6) 2022학년도 학생 진로교육 교육과정 구성

수료기준
총점 80점 이상
(진도점수100%)

5학년 두근두근 진로학교

6학년 두근두근 진로학교

(24차시 중 필수 7개 과정 포함 12개 차시 선택)
차시
내용
1
나의 특성 알기(필수)
2
좋은 친구 관계(필수)
3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삶(필수)
4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5
정의의 수호자 법조인의 세계
6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
7
프로그램의 지휘자 방송감독(PD)
8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디자이너
9
몸 튼튼 마음 튼튼, 운동선수
10
숨은 조력자 기술자
11
새로움에 도전하는 연구원
12
식탁 위의 예술가 요리사
13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
14
마음의 친구 상담사
15
기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 경영인(CEO)
16
경제를 움직이는 보통 사람들, 회사원
17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란?
18
기업가 정신을 배워볼까요?
19
어린이 CEO로서 나의 미래를 상상해볼까요?
20
우리가 맞이할 세상(필수)
21
시대에 따라 변하는 직업(필수)
22
미래 내일을 job아라(필수)
23
미리 가보는 중학교
24
내 꿈의 북극성을 찾아서(필수)

(24차시 중 필수 9개 과정 포함 12개 차시 선택)
차시
내용
1
나의 특성 알기(필수)
2
좋은 친구 관계(필수)
3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삶(필수)
4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5
정의의 수호자 법조인의 세계
6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
7
프로그램의 지휘자 방송감독(PD)
8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디자이너
9
몸 튼튼 마음 튼튼, 운동선수
10
숨은 조력자 기술자
11
새로움에 도전하는 연구원
12
식탁 위의 예술가 요리사
13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
14
마음의 친구 상담사
15
기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 경영인(CEO)
16
경제를 움직이는 보통 사람들, 회사원
17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란?
18
기업가 정신을 배워볼까요?
19
어린이 CEO로서 나의 미래를 상상해볼까요?
20
우리가 맞이할 세상(필수)
21
시대에 따라 변하는 직업(필수)
22
미래 내일을 job아라(필수)
23
미리 가보는 중학교
24
내 꿈의 북극성을 찾아서(필수)

2022. 3. 8.

보름초등학교

[부록] 경기도교육청 학생 사이버 진로 교육 수강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