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꿈길사이트(www.ggoomgil.go.kr) 신청
연번

기관명

진로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스마트폰 탈출, 건강, 다문화, 장애, 지식, 환경 관련 정보
연락처

1

경기주택도시공사

나의 도시, 나의 꿈 With GH

031-220-3153

2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홍보관 견학

031-686-0626

3

경기관광공사

나도 관광마케터!

031-259-4764

4

경기연구원

연구원 체험교실 / 찾아가는 특강교실

031-250-3166

5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GCGF) 미래인재스쿨

031-259-7768

6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내가 만드는 박물관)

031-481-7036

7

한국도자재단(이천)

“마음담아, 토닥토닥”

031-645-0611

8

경기도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생활체육(스쿠버다이빙) 진로교육

031-259-2043

9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교육나눔사업 “찾아가는 진로체험활동”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032-886-2915

10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개발챌린지(게임진로탐험)

032-623-8088

11

경기아트센터

2022 경기아트센터 진로체험 예술교육

031-230-3273

1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 감수성과 함께 꿈길 찾기

031-220-3942

1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진로체험
•경기 꿈의 학교 진로체험

031-274-9572

14

경기도의료원(의정부)

지역청소년과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031-828-5184

15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 소통愛길

031-267-9381

16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미래교육사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진로체험(웹툰작가, 패션디자이너, 과학수사관,
크리에이터, 맞춤형 금융교육, 뮤지션, 우주탐험가)

031-770-1523

17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925

18

•3D 모델링의 기초
•메타버스 제페토 크리에이터
•파이썬을 활용한 인공지능(반복문과 LED)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드론의 미래와 활용
•VR/AR 콘텐츠 제작
•아두이노 키트와 앱인벤터 활용 스마트홈 구현
•소리반응자동차

19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 경기도체육회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

031-888-9015

•노인분야 사회복지사 진로체험
•건강한 보육교사 꿈꾸기

070-4880-1941

경기체육아카데미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031-250-0471

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진로를 찾아보세요!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

경기도 공공기관
진로체험처 안내

연번

기관명 (홈페이지)

내용

연락처

1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www.gseek.kr)

자기개발 분야의 다양한
온·오프라인·실시간 화상학습 제공

1600-0999

2

경기도자원봉사센터
(www.ggvc.or.kr)

자원봉사
정보 제공 등

031-256-1365

3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www.gysc.or.kr)

청소년 자원봉사 정보 제공

031-232-9383

4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www.hi1318.or.kr/2016/)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031-248-1318

5

경기도청소년수련원
(www.ggyc.kr)

청소년 수련 교육

032-886-6900

6

EDUNET T-CLEAR
(www.edunet.net /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상담

1544-0079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

031-8008-8044~6

7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
(www.iapc.or.kr)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
(www.iapc.or.kr)

경기도청 진로체험



개 요
•체험대상 :
•운영기간 :
•신청방법 :
		


2단계

031-8008-8057~9

경기도자살예방센터
(www.mindsave.org)

자살예방 교육, 상담

031-212-0437

9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www.mentalhealth.or.kr)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지원

031-212-0435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1577-9337

중학생 누구나 가능
3월 ~ 12월
교육부 「꿈길」사이트로 학교에서 신청
(www.ggoomgil.go.kr)

진로체험 코스
1단계

8

10

여러분은 경기도의 미래입니다

경기도청 진로체험 안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전설명 (5분)

회의실

•진로코스‧일정 안내
•조별 진로코치 소개

경기도소개 (15분)
•도정홍보 영상물 시청 및 퀴즈
- 통계로 보는 경기도, 도 기능 및 역할
- 경기도 바로알기 OX 퀴즈

회의실

신청사투어 (30분)
•1~4코스로 이동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
(www.liveinkorea.kr)

다문화 가족 및 자녀
교육ㆍ상담

1577-1366

12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www.장애인인권.com)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 등
상담 및 연계

1522-0031

13

경기미래교육캠퍼스
(www.gcampus.or.kr)

미래교육, 영어교육
(영어마을 등), 인성교육 등

1588-0554

14

사이버영어마을
(www.evcyber.gg.go.kr)

생활영어, 문법특강,
발음테스트 등 다수 강의(무료)

1588-0554

15

경기도사이버도서관
(www.library.kr)

도서관 전자책
자료 이용

031-252-5237

16

경기도환경교육센터
(www.ggeec.or.kr)

환경에 대한 교육

031-8064-1866

3단계

구분
1코스

순서
GTV 방송국
브리핑룸

위치
지하 1층(교차 진행)

2코스

경기마루

3코스

재난안전상황실

2층

4코스

본회의장

의회 3층

각 시설

의회 1층

※ 시설 견학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단계

5단계

강 의 (60분)
•공무원 실전 강의
- 공무원 입문 과정, 업무소개, 보람된 일,
힘들었던 일, 들려주고 싶은 말, 질의응답 등
소감공유 (10분)
•진로체험 소감발표
•만족도 조사 및 단체촬영

회의실

회의실

경기도 역사 및 기능

통계로 보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이트 알아보기
(교육부 제공)

차근차근 창업가가 되는 법


YEEP



경기도 역사, 새천년의 시작

면적 : 10,196㎢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22년 1월 기준)

‘경기’ 영역을
좌도와 우도로 분리

오늘날과 비슷한
‘경기 영역’ 확립

경기 좌·우도를
‘경기도’로 통합

(´22년 1월 기준)

31개 시·군(28개시, 3개군), 556개 읍·면·동

고려 공양왕(1390)

지방자치
중단

조선 태종(1414)

지방의회
의원 선거 재개

조선 세종(1434)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나에게 딱 맞는 진로가 궁금해요"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이 무료!

"제가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고려 현종(1018)

이 세상 모~든 직업정보가 있는 곳

커리어넷



행정구역
‘개성+인근지역’을
‘경기’라고 칭함

전국면적(100,401㎢) 비율 10.1% / 전국 5위

인구 : 1,392만명 •전국의 26.4%로 전국 1위
(´22년 1월 기준)
•서울시 인구 975만명(2위),
세종특별자치시 37만명(17위)

yeep.kr

"나의 꿈은 창업! 눈높이 창업체험교육을 받고 싶어요"
학생 수준을 고려한 토론 및 활동 중심의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YEPP!

"수업 외에도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싶어요"
창업, 협업 미션을 수행하는 동아리 활동,
가상창업에도 도전하는 Go!Startup,
창업경진대회에도 참가해봐요

다양한 직업·학과 정보를 영상과 인터뷰 콘텐츠로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 진로정보 얻고 싶어요"
학부모 맞춤형 모바일 앱 ‘맘에쏙진로’를 이용해보세요!

꿈꾸는 아이들의 길라잡이, 진로 체험망

꿈 길

www.ggoomgil.go.kr



(1961. 5. 16.)

(1991)

(1995)

행정조직

(´22년 1월 기준)

※ 31개 시군 공무원수 50,032명

•일반직공무원 1인당 주민수 2,993명



"진로체험을 하고 싶어요"

•공무원수 : 15,585명
(일반 4,532명, 소방 11,053명) / 전국2위

다양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어요.
www.career.go.kr

"우리 아이들, 진로체험 기회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체험 기관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전국 897명의 3.3배

광역지방자치단체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중간에 위치하여 더 넓은 지역을 담
당하는 상급지방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22년 1월 기준)

•도 33조 6,036억원

※ 사회복지여성 (40.9%), 일반행정 (30.8%),
교육(10.2%), 교통지역개발(6.3%),
환경보호(4%), 농림해양수산(3.5%), 경제(2.3%),
문화체육관광(2%)

경기도는 어떤 일을 하나요?
도로, 교통 등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광역적 처리 내지 계획과
조정이 필요한 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 수요에 대응하는 등 광역행정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22년 3월 기준)

•교통이용의 편리증진, 하천보수 등 사회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제 꿈을 먼저 실현하시는 분, 어디서 만나죠?"
아나운서, 유튜버, 여행작가 등 다양한 멘토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봐요!

754만명 (전국 1위)

지나간 수업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원하는 직업 관련 수업은 없는걸요"


학교수

(´21년 10월 기준)

•일자리 제공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개선합니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시간이 맞지 않아서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했어요"




내 손안에 멘토



예산규모

4,706개교 (전국 1위)

(´21년 10월 기준)

1,657,485명 (전국 1위)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www.gseek.kr
경기도 제공

“(청소년)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고싶어요”
진로직업/미래사회/인문교양/문화예술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강좌를 학습할 수 있어요

“(교사)자유학년제, 교과수업 시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해요”
4차산업, 진로탐색,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이
가능한 수업용교재(지도안,활동지,수업자료, 평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요청해보세요! 가능 여부 확인 후 원하던 수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청소년/학부모)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힘들어요”

※ 유·초·중·고교 및 기타학교 수
전국 학교수(20,677개교) 대비 22.8%



학생수

하루 10분, 자기개발의 첫 걸음!

학교폭력, 친구관계, 우울, 불안, 학업/진로고민 등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지식 청소년 1:1화상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어요.
mentoring.career.go.kr

이용방법 : 지식누리집(www.gseek.kr)  청소년배움 메뉴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