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진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여주시 메타버스 진로페스타]는 메타버스 세상속에서 펼쳐지는 여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축제로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의 방향 설정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박람회명 2021 여주시 온라인 진로박람회 (꿈을 찾아 떠나는 메타버스 진로페스타)

운영기간 2021.12.20.(월) ~ 12.23.(목) (총 4일간)

대   상 여주시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장   소 1.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클릭 ▶ 메타버스진로페스타

2. 검색창에서 ‘여주진로페스타’ 검색

문   의 여주시 평생교육과 여주진로진학상담센터 (031-887-2563~4) 바로가기

[주요 프로그램]

개막행사 메타버스 체험존 실시간 명사특강 실시간 직업인특강 진로탐색 프로그램
12월 20일 상시운영 12월 20일 12월 20일~23일 상시운영
메타버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개막식과 다양한 

체험

다양한 게임과 
진로콘텐츠를 통해 
메타버스를 체험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여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명사특강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직업인 

멘토링 특강

핵심역량검사 
직업멘토링 
학과멘토링
직업체험

꿈을 찾아 떠나는 메타버스 진로페스타 200% 즐기기

1. 상상을 현실로! 메타버스 속 여주를 체험하며 인증샷 남기기!
2.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체험하며 나만의 꿈을 상상하기!
3. 꿈을 찾아 떠나기 위한 첫단계! 나의 역량 알아보기 (HEXA CT 6대 핵심역량검사)
4. 메타버스 진로페스타에서 펼쳐지는 알찬 강의를 들으며 나만의 꿈 그려보기! 

박람회 입장 ⇛ 학교선택/학생인증 ⇛ 나의 역량 확인하기 ⇛ 진로계열추천 ⇛ 멘토링 연결

박람회링크로 접속
edumars.net/여주

진로페스타

학교를 선택하고
학생 인증하기

6가지 핵심역량의 
우선순위를 통해 나의 

역량을 알아보자

19개의 직업 
계열중에서 나의 

역량에 따라 적합한 
진로계열을 추천

멘토의 역량과 나의 
역량 비교를 통해 
자주적 진로설계의 

방향성 제시

https://www.edumars.net/%EC%97%AC%EC%A3%BC%EC%A7%84%EB%A1%9C%ED%8E%98%EC%8A%A4%ED%83%80
https://www.edumars.net/���������佺Ÿ
https://www.edumars.net/���������佺Ÿ


[프로그램 일정]

시간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1:00~12:00
[여주:Live] 명사특강
(ifland 개발사 본부장)

(다시보기 제공) (다시보기 제공) (다시보기 제공)

14:00~15:00
[여주:Live] 실시간 4人4色 직업인특강

식품공학연구원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댄서 유튜브크리에이터

상시운영 메타버스 체험존, 진로탐색 프로그램

* 일정 및 출연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소개]
메타버스 진로페스타의 모든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6대 핵심역량검사와 연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에피소드 위주의 이야기로 재미요소를 가미하여 여주시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자신만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핵심역량검사 직업멘토링 학과멘토링
직업체험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탐색 활동을 하며 진로에 
대한 능력을 개발해 가는 

원동력을 측정합니다.

 직업인 멘토의 학창시절, 
직업인이 되기위한 준비과정 
등 진짜 살아있는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멘토의 진학이야기와 
캠퍼스라이프 에피소드 등을 

통해 진로계획에 도움을 
줍니다.

직업에 대한 특강을 듣고 
직업별 학습꾸러미를 통해 
직업을 직접 체험합니다.

직업멘토링 51선 학과멘토링 20선 직업체험 11선

래퍼 광고기획자 1인미디어크리에이터 국어국문학과 조향사

보컬트레이너 패션디자이너 아나운서 경찰행정학부 캔들아티스트

조향사 특수분장사 기상캐스터 초등교육과 플로리스트

캔들아티스트 선수트레이너 스포츠캐스터 계량위험관리학과 일러스트레이터

플로리스트 운동선수(당구) 기자 사회학과 캐릭터디자이너

뮤지컬배우 스포츠마케터 경찰 수학과 패션디자이너

CG디자이너 승무원 직업군인 간호학과 특수분장사

영화콘티작가 수의사 게임개발자 약학과 건축가

마술사 치과위생사 항공기정비사 생명과학부 항공기정비사

공연기획자 간호사 정보보안전문가 로봇학부 푸드스타일리스트

웹툰작가 미술치료사 사업가 중국외교통상학부 마술사

일러스트레이터 파티쉐 반려동물훈련사 식품생명공학과

캐릭터디자이너 바리스타 경호원 항공운항학과

배우 요리사 프로그래머 화학공학과

쇼호스트 푸드스타일리스트 포토그래퍼 수의학과

방송작가 건축가 개그우먼 연극영화학과

라디오DJ 로봇전문가 생명공학자 체육교육과

산업심리학과

건축학과



[메타버스 체험관 즐기기]

★ 모바일 앱 : ‘제페토’ 앱을 설치 → 나만의 캐릭터 생성 → 메인화면에서 ‘여주’ 검색 후 

             ‘여주시온라인진로박람회’ 맵, ‘여주시관공서’ 맵이 나옴 → 2가지 맵에서 체험 즐기기!

제페토 입장 하는 방법 ▶

1. 앱 설치

[제페토 앱 : 메타버스 체험존,

이프랜드 앱: 개막식 존]

2.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여주’ 검색후 원하는 맵 클릭!

1. 여주시온라인진로박람회체험존

2. 여주시관공서 체험존



각 맵에 참여하여 직업체험 및 

게임체험, 셀카공유 등 다양한 

이벤트 참여해보세요.

메타버스 속에서 또다른 여주를 

느껴보세요.

4. 여주시온라인진로박람회 메타버스 체험   

   존에 입장하여 체험하기!

   ※ 좋아요 클릭! 플레이 클릭!

5. 여주시 관공서 (여주시청,여주시의회,

  여주시교육지원청) 메타버스 체험존에

  입장하여 체험하기!  

  ※ 좋아요 클릭! 플레이 클릭!

여주시청, 여주시의회,여주시교육지원청

과 함께하는 여주시 관광서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