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교육

메이저리그 스쿨

전공에 관한 모든 것. 메이저 스쿨

M.major suitability 전공적합성

A.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 인성능력

J.journey of our course 진로탐색

O.obtain experience of job 직업체험

R.realize my dream 자아실현

국내 100대기업 및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 분석

전공적합성, 직무적합성에 대한 자기주도적 탐색 및 창의역량 계발 과정

www.majorschool.com



전공교육

메이저리그 스쿨

전공에 관한 모든 것. 메이저 스쿨

진로과정

[전공 멘토링]  [전공 심화과정]  [인성교육]

전공에 대한 이해와 선택 계기 (지원동기), 멘토의 진학과정과 전공비전에 대한 멘토링. 학생들의 진로설계 뿐

만 아니라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전공“ 에 대한 가치관과 비전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진학과정

[전공적합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수시면접 정복하기]  [과목별 자기주도학습법]

[독서토론 및 논술과정]

전공 적합한 자기소개서는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합격

Key Word와 생활기록부를 자기소개서로 녹여서 쓸 수 있는 Know How를 전달합니다. 막연한 자기소개서에서

대교협 선정 3가지 질문에 대한 나만의 필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과정

[리더십을 위한 Leader 특강]  [학부모 진로교사 양성과정]  [전공 중심의 대학탐방]

[기업가정신 – 지역상권분석 과정]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기업의 인사 트랜드와 사회에서 성공하는 리더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만든 성공 CODE를 만나보세요. 생생한 스토리와 체험들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

여합니다. 그 외 학부모 진로교사 양성과 현역 대학선배와 함께 전공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대학탐방

그리고 Project 중심의 기업가정신 과정을 메이저리그 스쿨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www.majorschool.com



Major League Mentors 올바를 교육문화를 선도하는 메이저리그 전문멘토단

멘토단 소개

메이저리그전공 멘토단

정말 아무 대학이나 합격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대학, 전공진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적합한 진로선택과 올바른 교육문화정착을 위해 대학생, 

직업인 멘토들이 함께 연구하고 전공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대학멘토: 187명
대학: 42개
전공: 91가지

.

.

.
.
.
.

경험을 전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트렌드와 최신화된 전공 자료들로 보다 진정성있는 멘토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직무별 직업멘토와 전공별 대학멘토, 그리고 전공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의적 융복합 인

재로 함께 성장해 갑니다.

다양한 직업 및 전공멘토링, 체험활동 ▶ 직업별/전공별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제작

.

.

.
전문교육
(전공연구활동
교수법 교육)

실제 멘토링 투입 전
2달간의 교육기간

전문 전공&직업 멘토 육성

사전 연수기간
등단PT
(보고서 발표
멘토링 시연)

전문멘토 선발

본인 전공보고서 발표
및 멘토링 시연
전문멘토 선발

멘토링
(전공 및 직업
멘토링)

최신화된 전공 자료집

성공적인 대학생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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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공진로 탐색의 날
Major League Orientation   전공에 대한 이해와 대학 및 전공진로설계, 전공 후 직업진로 연계 가능

전공진로 탐색의 날은 다양한 대학 및 전공별 멘토들과 함께 전공진로와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선배들의 입시노하우부터, 전공선택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직업들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꿈과 열정에 대한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자기소개서 대비 가치관 및 비전표현법 (직업가치관, 미래신문등)

1차 전공&직업 체험 (교실별 학습)  2교시 후 교사 바뀜

링크폴리오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한 직업간의 연계성 파악)

2차 전공&직업 체험 (교실별 학습)

전공강사 A 50분

전공강사 A 50분

전공강사 B (교사 이동) 50분

전공강사 B 50분

01-A. 커리큘럼 (3~4시간 과정)

01-B. 진행과정

- 전공수요 및 진로조사 (해당 학교의 On/Off Line 사전조사를 통해 관심 있는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수요조사)

- 직업멘토, 전공멘토선정 (매주 전공진로 세미나 및 교육과정과 전공연구, 교수법 개발 등 멘토교육 실시)

- 교육프로그램 진행 (공간, 시간, 이동동선 등 세부계획 전달. 학생 만족도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연계 (멘토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자료,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네이버 카페 등) 지원

01-C. 진행사례

전국 고등학교 및 중학교 다수 진행

덕산고등학교, 서산여자중학교, 동강중학교, 초지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인창고등학교, 잠실고등학교, 도봉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창동고등학교, 영생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경안고등학교, 영락고등학교 등

메이저리그만의 “필수! 전공교재” 및 “전공적합성평가”, “전공입시 Final” 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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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ajor League deepen Portfolio   매주 전공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전공별 주제에 따른 포트폴리오 제작 진행

최신 입시전형과 인사채용전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공적합성” 및 “직무적합성”을 탐색하고

자신의 전공역량 및 진로설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전공별 전문가들과 함께 특정 주제에 관한 전공 포

트폴리오(Portfolio)를 만들어 갑니다. 재미와 적성, 그리고 입시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ICT 소프트웨어 리더 (컴퓨터공학, 전자시스템 전공) 컴퓨터공학 멘토와 함께하는 “코딩” 및

“시스템설계”기본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을 통

해 IT산업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02-A. 커리큘럼 (예시)

02-B. 진행과정

- 전공수요 및 진로조사 (특정 전공에 관심있는 학생들 위주의 Class 구성)

- 전공별 포트폴리오 커리큘럼 공지 (Class에 맞는 전공탐구, 심화학습, 활동체험 위주의 커리큘럼)

- 전공활동 모음집 제작 (해당 기간동안 활동했던 내용과 사진, 결과물을 소책자로 제작)

02-C. 기대효과

전공에 대한 심화체험 및 진로 설계 및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

학생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등 전공심화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은 대입전형에도 활용 가능

전공심화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경영학, 경제학, 상경계 전공) 경영학 멘토와 함께하는 “나만의 사업계획서

만들기”시장조사, 니치마켓 탐색과 창의적인

사고로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 외 심리학 연구 소논문 제작 (심리계열 전공) , 내가 살고 싶은 공간설계 (건축계열 전공), 엔지니어의 세계 탐구

(기계공학, 전기전자, 화학공학 전공), 시각/산업 디자인 (디자인계열) 등 직접 전공자 입장이 되어 결과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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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ocal Economy Education            우리동네 상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지도와 로드뷰로 살펴보는 지역경제

지하철 역세권 또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경제교육

미국 예일대학교 (Yale Univ.)를 비롯하여 해외 유수 대학에서는 Downtown 의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지에 대한 경제 프로젝트 교육 (PBL. Project Based Learning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습니다.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행동패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상권 형성과 그 속에

숨어있는 경제교육,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상권을 재편성 해보는 과정을 통해 경제흐름에 대한 이해와 지역

경제에 대한 애착, 그리고 창조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03-B. 기대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창의적 발전

촉진과 우리 동네에 대한 이

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지역주

민과 공공기관과의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 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체험하고 스스로의 눈으로 상

권을 바라봄으로써 창조적인

사고력을 배양함

지역사회 경제교육 자유학기제 체험학습

기본 경제 교육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형 경제교육)

지역사회 상권지도 Map 분석 (이동 가능 시 현장체험)

토론 및 창의상권 분석 (학생 발표 포함)

토론 및 창의상권 분석 (학생 발표 포함) 

경영 경제 전문 강사 50분

경영 경제 전문 강사 50분

경영 경제 전문 강사 50분

경영 경제 전문 강사 50분

03-A. 커리큘럼 (3~4시간 과정)

- 청소년 지역경제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진 보유.

- 지하철 출구 별 (또는 지역거점상권) 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상권 탐색과 가게 종류 정리. 그리고 기본경제

교육 및 상권 재구성 과정에 대한 워크북 활동

친숙한 우리 동네에는

어떤 가게들이 많을까요?

서울시 교육청과 5678도시

철도가 함께 청소년 현장체

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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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Major Personality Upright School   검도. 합창, 드로잉을 통해 예절과 협동심 그리고 창의성을 기르는 인성 특화과정

청소년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올바른 사고력과 건강한 생각을 키워주기 위해 예절. 협동. 창의성 및 孝에 대

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교육개혁의 기본 목표인 인성과 창의성 계발 교육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닌,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입니다.

검도 School (용인대학교 검도학 선생님) 검도의 기본인“예절”과 “자세”를 통한 인성함양(체험형)

듣는 강의가 아닌 보는 강의 검도로 배우는 스포츠맨쉽(특강형)

03-A. 커리큘럼 선택 (단기 :  3시간 , 장기 : 매주 인성멘토링 진행)

메이저 창의인성 School

합창 School (중앙대학교 성악과 선생님) 하모니와 “협동”이 중요한 합창연습을 통해 Class 친구들과의 교감, 

누군가와 나를 맞춰 갈 수 있는 공동체의식과 상호소통 프로그램

드로잉 School (현업 미술작가 선생님 ) 살면서 내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 

친구의 얼굴은..? 어떻게 사람은 인상에서 다름을 느끼는지 간단한 해부학

부터 캐리커처 노하우까지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미국,독일 등 외국에서는 Character counts (인성이 중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1990년대부터 도덕 교육을 중요시하며 인성교육과 가정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인성교육의 주축이 되는 '여섯 가지 덕목'을 정해
신뢰. 존중. 책임. 공평. 보살핌. 시민정신을 기르도록 교육합니다.

입시위주의 교과목을 벗어나 친구들과 소통하고 어른에 대한 예절을 배우고
자아에 대해 생각하고 그려보는 메이저 인성School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 갑니다.

도덕성 (검도) Moral Dimension 사회성 (합창) Social Dimension 감성 (드로잉) Emotional Dimension

사회적 인식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핵심가치 인식능력
책임있는 의사결정능력



08

05. Major Study Mentorl 공부에 대한 흥미와 과목별 학습법. 그리고 자기소개서 및 면접교육

자기소개서. 학습. 논술

[정시] 학생부(교과) 434명 (0.1%)

[정시] 학생부(종합) 1,412명 (0.4%)

[수시] 학생부(교과) 140,181명 (38.4%)

[수시] 학생부(종합) 67,631명 (18.5%)

’16학년도 총 209,658명 (57.4%)

[정시] 학생부(교과) 569명 (0.2%)

[정시] 학생부(종합) 1,335명 (0.4%)

[수시] 학생부(교과) 145,576명 (38.7%)

[수시] 학생부(종합) 59,284명 (15.7%)

’15학년도 총 206,764명 (55.0%)

70%
30%

수시전형 70%. 이제는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선택과정이
아닌 필수과정 입니다.

수시집중반 : 포트폴리오관리/자기소개서/면접/진학설계 및 학습법지도

논술집중반 : 논술/토론/시사상식(면접대비)VS

구분 전형유형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비고

수시

학생부(교과) 145,576명(38.6%) 140,181명(38.4%) 

학생부(종합) 59,284명(15.7%) 67,631명(18.5%) 

논술 위주 15,107명(4.0%) 15,349 명(4.2%)

실기 위주 17,359명(4.6%) 17,118명(4.7%) 

기타 3,767명(1.0%) 3,469명(0.9%) 재외국민

소계 241,093명(64.0%) 243,748명(66.7%) 

정시

수능 위주 118,905명(31.6%) 105,304명(28.8%) 

실기 위주 14,793명(3.9%) 14,365명(3.9%) 

학생부(교과) 569명(0.2%) 434명(0.1%) 

학생부(종합) 1,335명(0.4%) 1,412명(0.4%)

기타 172명(0%) 46명(0.0%) 재외국민

소계 135,774명(36.0%) 121,561명(33.3%) 

합계 376,867명 365,3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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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Major Parents Schooll 학부모 진로교실을 통한 가정교육 강화와 공교육 강화

학부모 진로교사 과정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를 통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의 학습코칭, 자녀의 대입전형 연구 및 진로탐색 등 가정

교육 속 자녀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1회차. 공교육 만으로도 우리아이 성적올리기 (1)

2회차. 공교육 만으로도 우리아이 성적올리기 (2)

3회차. 자녀와 소통하는 학부모 되기

4회차. 내아이의 학부모 교사로 활동하기

- 진로진학 입시트랜드 분석

- 효과적인 내신관리 및 대입준비 전략

- 중학교와는 다른 고등학교 학습법

-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

- 지금부터 준비하는 논술 및 자기소개서

- 지금부터 준비하는 포트폴리오

- 소통을 하면 성적이 오른다 소통의 중요성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 3년 뒤 우리아이에게 적합한 대학과 학과 알아보기

- 진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꾸준한 소재 찾기

- 엄마표 진로교육 및 꼭 알아야 할 사이트 및 교재

05-A. 커리큘럼 (3~4시간 과정)

05-B. 기대효과

1) 변화하는 정보습득을 통한 학부모의 진로진학지도 능력 함양

2) 자녀에 대한 올바른 관여 및 긍정적인 지지로 자녀의 자기효능감 함양 및 진로인식, 진로탐색, 계획 촉진

3) 부모 자신의 정체성 회복과 행복가치관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습득 및 지도능력 함양

4) 대학입시의 중요성 인식 및 지도방안 모색

5) 학부모의 진로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통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부산 사하구청 학부모 400명 대상 진로교실 운영 및 서울 J고등학교 등 다수
메이저리그만의 특화된 교육인 “드림캡슐 (Dream Capsule)”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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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Univ. Visitors   대학탐방을 통한 캠퍼스 체험

대학탐방

대학별 선배들과 함께 주요 대학들을 탐방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한 꿈과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심

어줍니다. 대학탐방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또한 탐방 후 이어지는 봉사활동 및 멘토와의

Networking으로 미래의 선배대학생과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

06-A. 진행과정

- 대학별 수요조사 (해당 대학교 멘토 및 안전전문가 지도)

- 신청자 파악 (1Class 당 최대 20명)

- 스케쥴 조정 (공간, 시간, 이동동선 등 세부계획 전달. 학생 만족도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대학탐방 (대학 소개자료 및 분석자료, 전공 수업체험)

- 피드백 (대학탐방 리포트 및 포토북 제작)

08. Entrepreneurial Spirit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도전적이고 자기주도적 인재교육

Leader’s 특강

자기주도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멋진 청년리더들의 삶과 그들의 개척Story. 그리고 도전정신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미래의 리더를 꿈꿔 보세요. 30대 내외의 역량 있는 청년 리더들이 함께합니다.

마음씨, 부크크, 스트래픽, 스마일갤러리 등 잘나가는 Start Up 청년CEO 그 외에 각 분야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리더들의 생생한 노하우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도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육성합니다.  

[청년 리더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리더십 교육]

지혜와 지식의 사회적 선순환 전달과정을 통해

올바른 교육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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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League School Story. 전공멘토링. 전공박람회. 리더십특강. 인성스쿨. 학부모교실 등

지난활동 살펴보기

덕산 고등학교 (메이저 캠프) 1박 2일

활동 목표

-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 생활, 대학 입학전형, 대학 생활에 대한

부분과 고교 교과목 학습 방향, 전략을 설계함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비슷한 과정을 통해 자기발전의 경험을 가진 선배들의 경험담을

스토리텔링 형식을 통해 전수함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함.

-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을 캠프 형태의 능동적이고 참여지

향적인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향후 자기주도학습을 활용하여 성적

향상을 기대.

운영내용

자아탐색 (마인드맵), 꿈 찾기 Quiz, 테이블 멘토링, 시간관리법, 커

뮤니케이션전략, 버킷리스트 (실행트리), 입학사정관제 학습전략 등 1박 2일 CAMP 운영 사례

동강 중학교 (전공멘토링) 3시간

활동 목표

- 중학생 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공의 종류와 계열을 알아보고, 자

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탐색의 기회를 갖는다.

- 대학생활에 대한 솔직 담백한 경험담과 입시스토리, 그리고 대학

선배로서의 개인 비전 등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방향성과 동기부여를 심어줌

- 전공별 멘토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온라

인 블로그를 개설함으로써 멘토링을 이어나감.

운영내용

자기소개서/면접 , 전공특강, 전공설명회, 심화 포트폴리오, 드림페

이퍼, 마시멜로우게임 등

3시간 전공멘토링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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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League School Story. 전공멘토링. 전공박람회. 리더십특강. 인성스쿨. 학부모교실 등

지난활동 살펴보기

행신 고등학교 (전공심화과정) 8시간

활동 목표

- 고등학교 1,2학년생 들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

공과정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분야별 18개의 전공멘토 방문 및 과정 설계)

-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법과 입학사정관제 및 현 입시제도에 맞춘

전략적 자기소개서 작성법

- 전공별 심화학습 및 적합활동을 통해 진학에 직접적인 도움과 다

양한 관점별 해석법 함양

운영내용

자기소개서/면접 , 전공특강, 전공설명회, 심화 포트폴리오, 드림페

이퍼, 마시멜로우게임 등

8시간 전공심화과정 운영 사례

서산 여자중학교 (Leader’s 특강) 3시간

활동 목표

- 전문 CEO , 현대엔지니어링, 청년문화리더 3명의 진로특강 실시

-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법과 입학사정관제 및 현 입시제도에 맞춘

전략적 자기소개서 작성법

- 전공별 심화학습 및 적합활동을 통해 진학에 직접적인 도움과 다

양한 관점별 해석법 함양

운영내용

1학년 320명 대상

전문 CEO , 현대엔지니어링, 청년문화리더 3명의 진로특강 실시 3시간 Leadership 특강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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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League School Story. 전공멘토링. 전공박람회. 리더십특강. 인성스쿨. 학부모교실 등

지난활동 살펴보기

사하 구청 (전공박람회) 8시간

활동 목표

- 전공 적합성평가 및 행동유형검사를 통한 본인의 적합한 전공유

형 탐색

- 전문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한 본인의 희망전공, 적합전공 확인 및

진로설계

- 자유학기제에 따른 혁신동아리 소개 및 체험활동

운영내용

구로구 고등학생 3000여명 (2015년 11월 07일)

전공적합성평가, 심화학습컨설팅, 전공계열 진로설계, 전공체험(3D

펜), 전공 부스 (20여개 운영)

8시간 전공박람회 운영 사례

구로구청 (전공박람회) 7시간

활동 목표

- 전공 검사지를 통해, 6개 계열에 맞는 전공소개 및 해당 계열에

맞는 전공소개

-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법과 입학사정관제 및 현 입시제도에 맞춘

전략적 자기소개서 작성법

- 전공별 심화학습 및 적합활동을 통해 진학에 직접적인 도움과 다

양한 관점별 해석법 함양

운영내용

구로구 고등학생 500여명 (2014년 10월 25일)

전공적합성평가, 심화학습컨설팅, 전공계열 진로설계

7시간 전공박람회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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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활동 살펴보기

그 외

국립청소년 수련원 (덕산고등학교), 안산 경안고등학교, 충남서천 동강중학교, 충남 서산여자중학교 전공/직무 특

강, 일산 행신고등학교, 일산 무원고등학교, 구로구청 진로박람회,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신능중학교, 인창고등학

교, 초지고등학교 멘토링, 의정부중학교, 창동고등학교, 부산 사하구청과 함께하는 전공진로 특강, 도봉고등학교, 

노원고등학교, 부산전공박람, 영생고등학교, 잠실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행신중학교, 신목중학교, 서정

고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매원고등학교, 서울 중구청 및 양천구청, 사하구청 등 100여개 학교 및 기관 시행프로그램

http://www.majorschool.com   

메이저스쿨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소식과

전공적합성평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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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League School NEWS. 방송사 및 각종 언론매체

메이저리그 소식

EBS 방송 (입시핫라인 학과선택)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원한다면 입시 핫라인을 연결하라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교육기관 메이저리그 멘토단(2016년 2월29일 방영)

언론보도(매일경제, 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 등 다수)

한국교육문화재단, 창의과학재단, 한국멘토협회, 한국마케팅협회, 청년WE함, 나라사랑청소년포럼 등

각종 협회 및 기관 인증 프로그램

15



Major League School Story. 전공멘토링. 전공박람회. 리더십특강. 인성스쿨. 학부모교실 등

메이저리그 소식

함께하는메이저리그 (조희연 교육감 페이지)

선생님과함께하는메이저리그

진로담당 선생님과의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기회와

이후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성을 유지합니다.

중고생 후배들의 고민을 위해 선배 대학생들이 나섰다 메이저리그 전공멘토단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 홈페이지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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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진로의
연결성

72.7%
대학생 10명 중 7명, 72.7%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42.3%
대학생 10명 중 4명, 42,3%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답했다.

42.3%

30.7%

25.3%

21.3%

17.0%

15.1%

11.6%

11.4%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적성과 맞지 않아서

학과 취업률이 낮아서

성적에 맞춰 지원했던 거라서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학과라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대 표 : 최 시 준 사업자 등록번호 : 214-88-79803

주소지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2-11  소셜팩토리

Tel. 02) 323 - 9580 대표자. 010) 2384 - 9580

Web Site : http://www.majorschool.com  

(네이버에“전공 메이저리그”)

사회적교육기관 디와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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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전공 메이저리그”를 검색해주세요.

전공진로, 직업진로, 학습법, 대학별 궁금한점, 그리고 대학선배들고 함께 나누고픈 모든 이야기

를 남겨주세요. 메이저리그 멘토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메이저리그를 만난 학교 선생님 께서는, 학생들에게 위 커뮤니티 주소를 알려주시고.. 학생들에

게 커뮤니티에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학습/진로/진학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공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메이저리그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 www.majorschool.com

메일링 신청하기 : majorexpo@naver.com

메이저리그와의 만남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일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공진로”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많은 전공멘토와 함께 소통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세요.

이메일을 통해 전공진로 자료를 요청해주세요.

이메일로 학교명 / 이메일주소 / 성함 / 담당부서를 적어주시면 진로/진학/학습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