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3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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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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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전문직업인체험 JOB 몬스터

교육내용

● 청소년진로설계 지원을위한전문직업인과의소통의장 마련

● 현직에종사하고있는전문 직업인을발굴하여해당직업인이되기 까지의생생한

경험을공유및 직업 체험기회 제공

● 질의 응답을통한 직업에대한이해도향상및 궁금증해소

교육대상 미주고등학교 학생

교육장소 미주고등학교 각 교실

교육시간 2차시

차시별

진행내용

1차시 직업 체험 및 직업인이 된 과정

2차시 직업 체험 및 직업에 대한 질의응답

기대효과

● 미래의주역인청소년들에게생생한직업현장 경험을공유함으로써직업에대한

이해도를높일수 있다.

● 각 직업의전문가를발굴하여직업에대한직·간접적체험을제공하고질의응답을

통해현실적인조언을들려줄수 있다.

● 직업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진로와학업계획을설계를할 수 있다.

활동사진

프로그램 안내



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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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신청은 붙임 파일로 함께 첨부해드린 신청서에 신청 내용을 작성하신 후 메일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는 134개의 직업 군 강사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교육부 진로 교육 현황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 현직 종사자들 위주의 직업인들로 섭외가 이루어지는 직업인 특강 특성상 희망 직업인이

해당 날짜에 섭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는 희망하시는 직업인을 섭외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천 직업인 외 직업인 섭외 및 기타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비용 • 학급당 300,000원

교통비 • 강사 1인당 30,000원(1시간 이상 거리일 경우)

교육 진행 안내

나. 안내 사항

다. 프로그램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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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명 구분 직업명 구분 직업명

가수/보컬강사 사서 컴퓨터공학자

가상현실전문가 사진작가 코딩전문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ㅌ 통역사

게임프로그램개발자 상담심리전문가 파티플래너

경제전문가 샌드아트전문가 패션디자이너

경찰 성교육강사 프로그래머

곤충사육사 성우 피부관리사

공무원 소방관 항해사

과학로봇전문가 수의사 해양연구원

과학연구원 쉐프/파티쉐 헤어디자이너

국제 구호 활동가 스튜어디스 호텔리어

군인 시각디자이너 환경전문가

금융전문가 아나운서

ㄴ 네일아티스트 애견미용사

댄스강사 약사

동화구연전문가 언어치료사

드론전문가 여행코디네이터

ㄹ 리본공예가 역사탐방지도사

마술사 영양사

마케팅전문가 운동선수

메이커전문가 웹툰작가

메이크업아티스트 유아교육전문가

모델 유튜브크리에이터

물리치료사 음악강사

뮤지컬배우 이미지컨설턴트

미술심리치료사 인공지능전문가

미용전문가 자동차정비사

바리스타 작가

반려동물관리사 작곡가

방송MC 재난 구조사

배우 창업전문가/CEO

법률전문가 청소년상담사

변리사 취재기자

보석전문가 치과의사

비누공예사 캔들공예사

빅데이터전문가 캘리그라퍼

ㅎ

ㅋ

ㅋ

ㅇ

ㅈ

ㅊ

ㅍ

ㄱ

ㄷ

ㅁ

ㅂ

ㅅ

직업군 현황

총 84개직군외
134명의강사풀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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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직업 군

순번 직업명 순번 직업명

1 간호사 16 신문기자

2 약사 17 심리상담사

3 댄서 18 3D펜 전문가

4 로봇공학자 19 유아교육전문가

5 마술사 20 유튜브크레이이터

6 메이크업아티스트 21 이미지컨설턴트

7 물리치료사 22 작가

8 뮤지컬배우 23 재난구조사

9 바리스타 24 조향사

10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25 캐릭터디자이너

11 변호사 26 플로리스트

12 아나운서 27 형사

13 보컬강사 28 스튜어디스

14 수의사 29 웹툰작가

15 마케팅 전문가 30 보좌관



감사합니다

<문의 전화>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 대표번호: 055-385-6222

잡몬스터 프로그램 담당 김정은 연구원: 010-5091-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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