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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에서 찾아보는 행복과 진로
이번 호에서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영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봅시다. 그들도 때로는 불안한 미래나 진로
때문에 고민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아갑니다. 여러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나는 어떻게
나만의 행복을 찾아갈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월

행복은 현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런던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던 ‘헥터’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이 불행하다며 자신을 찾는 환자들에게 늘 같은

삶의 목적인
1호 행복을 위한 진로

상담을 반복해야 했던 그는 자신의 천직 같던 일에 싫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그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소 충동적으로 여행을
결심하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면서, 헥터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여행 중에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로進路로 찾아가는 행복

행복하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 같지만, 행복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

행복한 진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균형’과

행복한 사람은 삶에 대한 애정과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 여행’은 ‘진정한 행복’이란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확장’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타인을 함께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애정과 관심을 통해서, 또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재물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화 ‘꾸뻬 씨의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자기주도적인

이런 애정과 관심을 베풀면 자신도 다른 많은 사람의 애정과

가치와 기준으로 현재를 사랑하는 삶이 행복한 내일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을 살되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자율적이되 자의적이지 않으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내면에 말을 걸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자아효능감은 가지되 이기적인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또

그는 자신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행복에 대해 유연하고도 확장된 인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여러 가지 대상, 특히 좋아하는 일에 대한 골똘한 관심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자기다운 일과 의미 있는 삶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을 성장시키다 보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행복의 비결

커지고, 만족감이 커질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결국 행복의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깥 세계에 쏟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행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본능을 좇아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에 몸을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세계에 적응시키기

충분히 맡길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애정의 대상과 관심거리를 찾기
(출처 : 최인철(2018), 「굿 라이프」 / 버트런드 러셀(2005), 「행복의 정복」)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영화 ‘꾸뻬씨의 행복여행’ 포스터)

(출처 : 기호일보, 2017.03., 꾸뻬 씨의 행복 여행-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꿈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이야기
자신만의 재즈 카페를 꿈꾸는 ‘세바스찬’은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로
피아노 연주를 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클래식 재즈라는 장르로
외길을 걸어온 탓에 출중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외면당하죠. 배우를
동경하며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할리우드에 온 ‘미아’ 역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오디션을 보러 다니지만, 그 어떤 영화 제작사에서도 그녀를
배우로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잃어가던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
꿈에 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응원해주며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꿈을 이루게 되죠.
그들의 꿈은 여러 좌절과 실패 끝에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멈추지 마세요. 행복은 꿈의

진로교육 Tip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

모릅니다.

항상 행복하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속 주인공 11세 소녀 라일리는 익숙한

하지만 기쁨은 오래되어 잊혀가던 라일리의 기억 구슬들을

동네를 떠나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감정 변화를

살펴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만들어졌다고

겪게 됩니다.

생각했던 행복한 추억이 사실은 슬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사를 오기 전까지 그녀의 감정본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으로의 이사는

성취가 아니라 꿈을 꾸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일지도
(출처 : 기호일보, 2017.11., 라라랜드-꿈꾸는 자들의 도시)
(이미지출처=영화 ‘라라랜드’ 포스터)

말이죠. 이를 통해 기쁨은 슬픔 또한 소중한 감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라일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라일리의 감정은 ‘슬픔’으로 변해가게

영화 속 ‘기쁨’과 ‘슬픔’의 동행은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라일리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기쁨은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잘 될 거야’라고 외치며

슬픔이 필요 없을 거라 여기고, 슬픔을 떼어 놓으려 합니다.

무한 긍정을 발휘하지만, 슬픔은 연신 ‘난 이제 틀렸어’라고
중얼거리며 바닥에 무력하게 엎드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톡톡! 꿈TALK!>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자신의 진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힘들고 슬픈 감정을 가족, 친구와 함께 나누고 공감 받고 나면,
우리는 이를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진로레시피」,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다양한 감정을 극복하며 행복을

팟캐스트(iOS)와 팟빵(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슬픔’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2015.07., ‘인사이드 아웃’, ‘슬픔’이 만들어 낸 영롱한 행복)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바로가기 ▶
‘팟빵’ 또는 ‘팟캐스트’에서 “진로레시피”를 검색해보세요.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jinro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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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재미 연표年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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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란 역사적인 사실을 순서대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내 인생의 재미 연표를 그려봅니다.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것들을 모아보고,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이 재미있었는지, 미래에는 어떤 것에 재미를 느낄지 상상하여 적어보세요.
연표를 작성하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예

시

1단계

2호 재미에 몰입하는 진로설계

내가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지 않는 일’에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2단계
1단계에서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재미는 진로의 네비게이션
보통의 재미가 아니라 나만의 재미를 찾아서

{

“젊다는 것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낡은 사고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

“통념적인 평균”은 우리에게 법보다 더 무서운 구속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평균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우리는 남이 다 살아버린 삶을 살곤 합니다. 자신의
존재는 없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따르게 되죠.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될 텐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빠르다 늦었다 또는 이겼다
졌다를 의식하며 남들보다 빠르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항상 피곤하게 사는 걸까요. 주위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재미의 본질을 탐구하여 현실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즐길 수 있는 재미 속에서 나의 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김지룡(1998),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진로교육 Tip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이 곧 정체성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

일본의 요리후지 분페이는 책 디자인, 광고 기획,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런 그는 자신을 '디자이너'가 아닌

많이

그는 가까운 미래에는 특정 직업이 아닌, '나는 어떤 사람인가'로
자신을 규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가

재미

생각하는 일이란, 특별한 직업, 특별한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꿈을 꾸는 것’,

2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

(참고 : 요리후지 분페이 외(2018),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있음

보통
조금
8세~13세

계
재미

조금

없음

보통
많이

(출처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외(2018), 「칙센트미하이의 몰입과 진로」)

<일의 속박을 피하는 것이 목적인 유형>
C학생 “뭘 해야겠다는 뚜렷한 생각이 없어요.”

늘 뭔가를 추구했고 독립심이 강했습니다.”
D학생 “출퇴근처럼 숨 막히는 생활은 싫어요.”

▸일꾼은 일 같은 활동을 하지만 놀이꾼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처럼 생산적인 활동을
(참고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외(2018), 「칙센트미하이의 몰입과 진로」)

▸재미란 체내에서 엔도르핀이 생성되면서 뇌가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화학 물질이 미세하게 배출되는 예 중 하나는
어떤 것을 배우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맛보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결국 재미는 게임을 잘할 때처럼 패턴에 숙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고, 숙달은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재미있게 한다는 것은 게임을 하거나 퍼즐을 푸는
행위처럼 몰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

평면적인 세계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연속이거나 놀이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굳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때 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해 몰입을 경험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얼핏 보면 단순히 이것저것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는

자기가 하는 활동을 줄기차게 일로 받아들이느냐 좀처럼 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청소년기는 삶이 일의

B학생 “돈보다는 바쁜 게 좋아서 일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일꾼과 놀이꾼

A학생 “조숙한 편이었고 생각과 말이 남달랐으며

내가 좋아하는 일
1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평면적인 세계에서 무엇을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

<내적 보상 또는 호기심 충족이 목적인 유형>

미래의 나는 어디에 재미를 느낄지 상상해보세요.

(출처 : 라프 코스터(2017), 「라프 코스터의 재미이론」)

14세~16세

17세~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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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한 자신감 갖기
이번 호에서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나’ 자신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알아보면
나에 대한 자신감도 늘어나고, 내가 다른 것에 비해 더욱 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나’ 스스로를 인터뷰해보세요.

월
내 이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려고 해.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3호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수업

 내가 좋아하는 것에 색칠을 해 볼까? 빈 칸에 적어보아도 좋아.

오래
앉아있기

자녀 자존감의 열쇠는 부모다

동물
기르기

먼저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자

자존감이란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줄인 말입니다. 자신이

부모는 자녀의 롤모델로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향을 줍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기에 앞서, 부모가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 자신의 유능감을 믿고

신념, 감정 등을 의미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곧 자녀의 자존감이 된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자

자녀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부모의 양육방식, 즉 '자녀

위축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을 제지

사랑법'입니다. 부모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아이는, 다음에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수용해 주면, 자녀는

무언가 시도하려고 노력하며, 반대로 부모로부터 야단과

자기 자신이 수용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비난을 받은 아이는 다시 기회가 와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면

그림

합니다. 부모의 반응에 따라 자녀는 스스로에 대해 유능하다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녀가 때때로 부정적인

그리기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형성될 수 있고,

감정을 부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분출할 수

그 반대의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있도록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로교육 Tip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요.”
중학생이 되면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참을성은 최하로 떨어지고 절망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제 아동을 기르는 것과 십대를

노래하기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기

정보

자존감이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참고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2014),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

내 의견
이야기하기

모으기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까? 자신 있는 것을 빈 칸에 적어보아도 좋아.

조립하고
만들기

여러
사람을
리드하기

요리하기

글쓰기

조리 있게
말하기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나의 감정에 대해 적고 선택해보자.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_____________________한 기분이고, 잘하는 일을 할 때는 __________________한 기분이야.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은 _____________________ 일이고, 그건 내가 (좋아하는 / 잘하는) 일이야.
나는 (좋아하는 / 잘하는) 일을 하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한 기분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키우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노 조절이 서툰 아이들
분노는 스트레스, 억울함, 개인적 상처, 불만, 당혹감 등에 의해 나옵니다. 하지만 과격하게
표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청소년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톡톡! 꿈TALK!>

중이라, 화가 났을 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투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수용적인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가족들에게 화를 표현하게 되지요.

분노조절법을 가르치자
휩쓸리지 않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분노를 표출할 때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수준이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물어 분노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해야 합니다.
분노란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므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용납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진로레시피」,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팟캐스트(iOS)와 팟빵(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아니라면 한발 떨어져 잠시 틈을 가진 후에 ‘무슨 일로 이렇게 화가 났니?’라고

표현방법 찾기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자신의 진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칭찬해 주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운동, 음악, 호흡 등으로 감정을 나름대로
가라앉혔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칭찬해주세요.

(참고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2014),
「학부모 자녀교육 가이드 - 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바로가기 ▶
‘팟빵’ 또는 ‘팟캐스트’에서 “진로레시피”를 검색해보세요.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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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점으로 세상 바라보기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스캠퍼(SCAMPER)'를 소개합니다. 스캠퍼(SCAMPER)는 여러 아이디어
발상법의 알파벳 첫 글자를 모아 만든 문제해결 방법입니다. 스캠퍼 기법을 통해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예시를 잘 읽어보고 나의 진로 문제를 스캠퍼 기법을 통해 해결해 봅니다!

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Adapt

Substitute

결정을 위해
4호 진로
필요한 과정들

조정, 응용하기

대체하기

Combine
결합하기

Modify
변경하기

Put to
other use
용도 바꾸기

Reverse
역발상하기
Eliminate

(확대, 축소)

제거하기

선택한 스캠퍼

해결 방안

나와 세상을 탐색하는 황금기
진로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시

나의 진로 문제

진로탐색(career

따라서 중학교 시기 진로교육은 '진로탐색'에 초점을 두어야

exploration)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합니다. 구체적인 직업선택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잠정적인

통해 자아정체성 확립을 돕고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것에

나는 컴퓨터학과에 가고 싶다.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환상, 토의, 일, 기타 경험을 통해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하지만 OO 과목 성적이 약간 부족하다.

시행해 보는 시기이지요.

직업을 탐색하며, 또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진로

어떻게 하지?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성숙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하는 것,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 소질과 적성, 성격, 흥미, 신체적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진로발달단계에

있어서

나의 다짐

능력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직업적 특성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진로지도를 할 때,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특히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 일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치관을 형성한 후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결정을 앞둔 시기이기

더불어 구체적이고 직업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보다 구체화되고 증가됩니다.

탐색에 도움이 됩니다. 탐색의 과정은 자신의 흥미(재미있어

자신의 성격 특성, 흥미, 적성, 가치관, 학업 성적, 직업에

보이는 일)와 적성(잘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하여 미래 진로를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는 시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용도 바꾸기

낮은 성적을 극복한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다면 어떨까?

자기소개서에 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학업에 집중해야겠다.

 직접 해 봐요!

나의 진로 문제

선택한 스캠퍼

해결 방안

진로탐색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자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진로지도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참고 : 허은영, 김덕경(2018), 「중학교 진로교육의 실제」)

할 수 있습니다.
진로교육 TIP

진로 결정을 위한 문제해결 기법, 만다라트 계획표
나의 다짐

삶의 단계를 구체화하는 방법
만다라트(Mandalart)는 불교의 '만다라'라는 그림을 보고 일본의
한 디자이너가 영감을 얻어 고안한 것으로 ‘본질(manda)’을 ‘소유
(la)’하는 ‘기술(art)’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에는 본질을 소유하는 기술
이라는 의미 외에도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만다라트 기법을 통해 현재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톡톡! 꿈TALK!>

주제로 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고안해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볼 수 있답니다. 특히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하여 진로 계획을 짜보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분화 할수록 목표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기 쉽고, 목표를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어 성취감을 얻기에도
좋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일본의 메이저리그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목표 수립을 위해 작성한 만다라트 계획표입니다.
오늘 자녀와 함께 만다라트 계획으로 미래 삶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 2017.01., 만다라트 기법으로 새해 계획 세우기!)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자신의 진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진로레시피」,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팟캐스트(iOS)와 팟빵(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바로가기 ▶
‘팟빵’ 또는 ‘팟캐스트’에서 “진로레시피”를 검색해보세요.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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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나‘를 알고 진로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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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흥미가 있는지,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려면 무엇보다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들을 소개합니다. 진로체험이 나의 꿈의 방향키를 단단히 잡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랄게요!

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5호 나를 아는 길,

소개
한국 잡월드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으며 어린이와

행복한 진로의 길

청소년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직업체험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나를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

“내가 알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

}

중학생이 방문하기 좋은 체험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이나 물질적인 보상에
얽매여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의 의미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1. 좋아하는 일을 한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세계관, 청소년체험관, 진로설계관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나’에 대해 공부하세요

2. 일과 삶에서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3. 자신만의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진다.

소개
강원진로교육원은 강원도 속초시에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적성과 재능을 발견해 진로를 탐색하고, 인생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업을 따라 우리는 진로를 선택하곤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껏 꿈꾸고 꿈의 씨앗을 품어가는 곳입니다.

즐거워하는 일을 찾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곤 하죠.

해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중학생이 방문하기 좋은 체험관

인생을 위한 ‘나’만의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1. 내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모든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행복에 맞추어야 합니다. “재능은

2. 살면서 무언가에 몰입해 본 경험이 있는가?

‘나다움’을 찾는 것이고, 나답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3.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글로 쓸 수 있는가?

말처럼, 내가 하는 일과 그 일상의 삶 자체에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진로를 선택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멋진 일을 하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나’를

소개

공부하세요. 행복한 진로가 보입니다.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습니다.

(출처 : 안상현(2017), 「나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진로교육 Tip

전시관(잡 타임 랩스), 진로체험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나’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꿈을 찾고 행복을 이루는
진로교육을 구현합니다. 직업 체험과 탐색을 직접 해보며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어가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중학생이 방문하기 좋은 체험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몰입하는 습관의 경험이 진로를 결정합니다

10개의 진로체험마을, 진로상담마을,

좋아하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것이고,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습관의 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홍보관

잘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누가 언제 시켜도 두렵지

합니다. 특히 진로 설정에 있어서 일하는 습관이 그 사람의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좋아하는 것과

직업관 형성과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이 일치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것이지만

일하는 습관이 몰입으로 이어졌을 때, 사람은 행복이라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경험과 자아성찰,

인간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칙센트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거나, 좋아하는 일을

미하이 교수는 청소년에게 몰입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어야

점차 잘하는 일로 바꿔 보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어떤 활동에 빠져

▪ 공모주제 : ‘학생 진로탄력성’의 취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
▪ 공모부문 : 캐릭터, 웹툰, 영상, 음악

일을 점차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힘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그리고 이 시기에 경험한 몰입 기회의 양과 정도에 따라

※ ‘진로탄력성’이란?

기준에서 나옵니다.

진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극복하고,

몰입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변화하는 진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한 진로목표를

것이 필요합니다. 몰입하는 습관의 경험이 스스로 진로를

성취하기 위해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멋진 일을 하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계속 찾아 나서야 한다.”
- 스티브 잡스(Steve Jobs)
(출처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외(2018), 「몰입과 진로」)

결정할 힘을 만들어줍니다.
(출처 : 이의용 외(2017), 「청소년을 위한 진로인문학」)

▪ 응모자격 : 희망자 누구나 가능(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인 등)

▪ 세부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누리집(http://www.nypi.re.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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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은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컴퓨터의 저장 공간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압축’인데, 이는 자료를 저장할 때는 코딩(압축)을 하고, 자료를 꺼내 보여 주어야 할 때에는
반대로 디코딩(압축 해제)을 합니다. 다음 예시를 보고 직접 노래 가사를 압축해보며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 봅니다.

월

예시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나비야 나비야

6호 미래 직업에 필요한 사고력
알고리즘과 컴퓨팅 사고

이리 날아 오너라

이리 날아 오너라

호랑나비 흰 나비

호랑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춤을 추며 오너라

알고리즘(algorithm)의 시대가 오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 및 절차’입니다. 2013년 노벨화학상은

위에서 ‘나비’를

‘다중척도 모델링’을 개발한 마틴 카플러스 하버드대 교수와 마이클 레비트 스탠퍼드대

압축은 이렇게 반복과 자리 차지를 줄일 수 있답니다. 아래의 가사도 여러 가지 형광펜을 준비해서 단어마다

교수, 아리 워셜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 연구의 핵심은

다른 색으로 칠하면서 직접 용량을 줄여볼까요?

, ‘야’를

, ‘오너라’를

로 바꾸었더니 쓰여 있는 글자의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단백질의 복잡한 화학반응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실험도구를 가지고 분석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누구나

직접 해 보기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며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미래 인재의 필수 요소,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최근 대학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자꾸 끌려 baby

교육은 코딩 등을 통해 그 속에 있는 알고리즘과 논리구조 등을 이해하고, 흩어져

I’m like TT

있는 정보들을 목적에 맞게끔 찾아내 분석할 수 있도록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Just like TT

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시대와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교육은 숙제와 시험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우리 자녀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제해

I’m like TT

결력을 습득할 수 있게 지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컴퓨팅 사고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Just like TT

(참고 : 천종식(2014). Computational Thinking과 생명과학. 과학창의, 197. 한국과학창의재단.)

소프트웨어 교육 Tip

집에서 할 수 있는 중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 스크래치

더 생각해보기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압축’,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가방에 다양한 짐 넣기, 분리수거 할 때
종이컵 모아 쌓기, 교과서를 요약 정리하여 나만의 노트 만들기 등 다양한 예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또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스스로 코딩하기!
스크래치 사이트에서 직접 코딩을 배우고, 나만의 독특한 작품을

스크래치는 MIT 미디어 연구소의 Lifelong Kindergarten

만들어보고, 전 세계 사람들과 창작품을 공유할 수 있어요.

Group에서 2005년 공식 발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스크래치 사이트 : https://scratch.mit.edu/)

기존의 텍스트 코딩과 달리 스크립트를 블록 맞추듯 연결하여

어떤 경우에 압축을 이용할 수 있을지 더 생각해보세요.

코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를 통해 간단한 게임이나 애니
메이션 등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톡톡! 꿈TALK!>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스크래치는 주로 8~16세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모든
연령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접해보지
못한 또는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딩 기초 강좌에서 스크래치를 이용하기도 하고, 중학교 정보
교과에도 관련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스크래치를 통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문제 해결부터 프로젝트 기획 방법,
아이디어와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중요한 전략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출처 : 스크래치 공식 홈페이지, https://scratch.mit.edu/)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자신의 진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진로레시피」,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팟캐스트(iOS)와 팟빵(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바로가기 ▶
‘팟빵’ 또는 ‘팟캐스트’에서 “진로레시피”를 검색해보세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jinro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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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는 그 사람의 이야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의 직업·직무를 재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다음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고, 인생에서 겪은
변화가 결국 어떤 결과를 이끌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진로와 삶의 연대기적 의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월

우리 모두의 삶은 활짝 피어야 할 꽃이다 - 6차산업 기업가 N씨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7호 생애진로를 설계하는 힘
배우는 삶을 만드는 법
우리가 걷는 다양한 길

평생 배우고 변화하는 삶

당신의 자녀가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대학에서 생물학을

직업의 패러다임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직업이

전공하거나 의학을 전공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여 생물학자나

생성․소멸되고, 이러한 변화는 더욱 심해질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N씨는 대학 졸업 후 국제회의를 기획하는

N씨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이

직업의 종류가 비교적 단순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쳇바퀴 같은

운영하는 식물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지로 건축학도는 건축가가, 공학도는 공학자가 되려고 하겠지요.

정보를 깊이 알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직업이 더욱 복잡하게

일상과 업무에 회의를 느낀 그녀는 누구나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식물과

이와 같은 진로 설계는 관련 직업이 수직적 궤도의 끝에 위치합니다.

분화되면서 평생 한 직업에 고정되어 일하기보다 여러 직업으로

부러워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함께 자랐던 그녀는 그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전공자는 이 궤도에 있는 관련 직업 중 하나를 향해 나아

전환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

간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우연들을 만납니다. 이 우연은

따라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비추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관심사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미처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모두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직종이 무엇인지, 어떤 자격요건이

‘다능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다능인들은 여러 가지 능력, 여러

필요한지, 직무 내용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다른 직업을 만들기도 하고,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를 배우는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새로운 직업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직적 궤도를 벗어난

특정 분야의 지식만을 공부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를 터득할 수

삶이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매우 현실적이며 우리 주변

있도록 나에게 적합한 학습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2017), 「내 일을 JOB자! 취업 내비게이션」)

진로 방향의 변화와 재미

요즘은 게이머, 플로리스트처럼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가

진로변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직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캐릭터 디자이너, 아바타

과정입니다. 새로 접어드는 길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등처럼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뮤지션

웹디자이너

영화감독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식물로
공간을 꾸미는 ‘플랜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영역을 넓혔답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N씨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출처 : 한국일보, 2018.03., ‘영농의 문법’ 뒤집는 2030 스마트 농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도전정신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창업체험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가치는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나의 성장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고 정확한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진로탐색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장래에 해 보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은 평생의
진로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 적성, 가치관,
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등 자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바탕으로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2017), 「내 일을 JOB자! 취업 내비게이션」)

신선한 꽃을 쉽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큰 성공을 거둔 N씨는 여기서

변호사

치료)처럼 직업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직업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서비스에 도전하고 싶었던 N씨는, 경영학을
기업을 설립합니다.

미래의 직업은 변화와 융합

있으며, 푸드스타일리스트(요리+디자인), 음악치료사(음악+

4

새로이 공부하고, 식물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생애목표에 다다르는 자세

시대에 등장하는 기술이나 시스템에 따라 직업이 세분화되고

3
식물을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출처 : 에밀리 와프닉(2017), 「모든 것이 되는 법」)

진로교육 Tip

2

1

음악

미술/디자인

영화

법

(출처 : 정철상(2015), 「따뜻한 독설」)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14:00~17:30
◦장소: 전남대학교 용봉 문화관
4층 시청각실
◦참석: 학부모, 학생, 교원 누구나
◦참가 신청 URL :
http://naver.me/GVYqWQPU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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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교육자

월

변호사를 그만두고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기업가정신 교육회사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스타트업 대표 J씨

대표 J씨
Q. 변호사에서 기업가로 진로를 변경한 계기가 있나요?

8호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

시험에 합격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방황했죠.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법률
사무소를 열었지만 6개월 만에 접고, 다시 제 길을 찾기 시작하다 혁신 기업가가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브랜딩하며 만드는 기업가정신
하고 싶은 일을 나만의 브랜드로 만들다

Q. 사람들에게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나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기업가정신에 대해 배운다고 해서 반드시 창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래를 좋아

기업가정신의 핵심

생태계는 새로운

어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다.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생태계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속편은 망하기 쉽다고 생각했지만,

(Habitat)

창업자들은 당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크게 인정

Q.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지금의 중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15~20년 후에는 지금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길러주세요. 변화는 새로운 학습과 끊임없는 도전을 시도함으로써

설비, 계획 등이

기업가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강한 개성의 소유자들에 불과했죠. 자동차

관리할 수 있어야

(Entrepreneur)

과정에 대하여 제작자 3인 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는 ‘점을

한다고 모두 가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가정신은 누구나 창업가처럼 자신의 삶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불평하는 대신 기회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기업가이고, 저는 그러한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르친답니다.

특정 직업을 목표로 진로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고

포함되며 이를 잘

생각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술/시장 학습을 촉진하는

자원에는 사람, 자금,

받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겪은 일상의 경험을
세차장에 갔다가 <CAR>를, 수족관에 갔다가 <니모를 찾아서>를

가속화하고, 상호
공간입니다.

이 창업가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영화
<토이 스토리>의 흥행을 이어나갔습니다. 토이 스토리를 성공시킨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합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업가정신입니다.
(출처 : 여성신문, 2018.06., 장OO O사 대표 “앙트십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존기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

기회

(Resources)

(Opportunity)

진로교육 Tip

1인 브랜딩을 통한 기업가정신 기르기
학생, 프리랜서, 창업가 등 어떤 직업이나 역할을 갖게 되더라도

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 나만의 관점을 뚜렷하게 갖고 혁신하는 도전, 즉 기업가

나만의 생각과 관점으로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존재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영상으로 자신을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리더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혁신과 도전의

사람들에게 알렸듯 당신도 당신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세상과

기르는 것이 기업가정신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업가정신과 이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을 알리면

소통하며 당신의 생각, 당신의 브랜드를 세상에 널리 알리세요.

도전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출처 : 다큐멘터리 ‘더 픽사 스토리’, 2007)

더 알아보기

(출처 : 동아비즈니스리뷰, 2010.11., 주춤거리는 한국 살릴 ‘起’업가 정신)

기업가정신의 첫 걸음

유명 패션잡지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는 영화의 롤 모델이 될
정도로 능력 있는 편집장입니다. 자신의 패션과 성격을 트레이
드마크로 하여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죠. 그녀는 자신만이
가지는 분위기와 능력으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도전하는 마음을 담은 기업가정신과 후츠파정신

확실히 굳혔고, 이 모든 것이 합해져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이스라엘은 척박한 사막이라고 하는 불리한 자연조건을 물을

있습니다. 우리가 패션잡지 편집장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

협력하는 괴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녀가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보다 팀으로

이 혁신의 바탕에는 ‘후츠파정신’이 있습니다. ‘후츠파’란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질문하는 태도, 뻔한 일은 거부
냈습니다. 기업가정신도 이와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창업방법이 아닌

기업가정신,

사회적 문제해결,

도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지식재산을 융합하여

도전정신 함양으로

이렇게 해요

새로운 가치창출

혁신의 토대를 일구는 것이 미래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정신
입니다.
기업가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개방과 공유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변화에

현재의 기술에서
미래 사회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인 브랜딩이 미래 진로의 열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본인의 역량과 함께 디자인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나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야 합니다. 가만히 제자리에만
있어서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타인이 읽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출처 : CA 편집부(2018), 「나라는 브랜드」)

히브리어로 대담함과 당돌함, 도전 정신을 뜻합니다. 형식과
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혁신적인 성공을 이뤄

알릴수록 더욱 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처 : 이민화(2018), 「기업가정신 2.0」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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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두려움은 당신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좋은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나는 나 자신의 목표에 대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9호

성공담만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인지 요즘 젊은이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4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취업해서 들어간 회사는

두려움을 활용하여
진로장벽 극복하기

들어가는 족족 망해 사라졌어요. 실업자 생활을 5번이나 했고, 마흔이 넘어서야
제가 원하는 분야를 찾았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를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실패를 너무 예민하게 바라보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키워 보세요.

두려움을 삶의 원동력으로

D대학 총장

사고방식을 바꾸다, 두려움 존중하기

두려움을 활용하는 법

다양한 경험들은 때론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자기

심리상담가인 크리스틴 울머는 모굴스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는

였습니다. 매번 위험한 점프를 뛰며 두려움과 맞섰던 그녀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두려움을 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과 부모,

두려움이란 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가족, 나아가 세상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뿌리내리면

두려움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정면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마주 보게 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출처 : 문화일보, 2017.04., “나도 대학 4수, 실업자 생활 5번… 실패를 두려워 마세요“)

우린 모두 예술가로 태어났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창조적으로 만들고 싶고,
자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싶죠. 우리 앞에 주어진 무한한 예술의 기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을 떨칠 일만 남아 있답니다. 빈
캔버스, 백지, 새 원고지를 마주하면 누구나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더 자주, 더 많이 반복적으로 일상을 들여다보는 형태로 나만의 창작을

잃게 되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오히려

실패와 좌절의 기억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두려움과 친해져야 합니다. 두려움과 친해지면 다음과 같은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도망치면 또 다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두려움은 당신을 강하게 변모시킵니다.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덕분에 위험을 미리 헤아리게 되고 현명한

오히려 회피로 인해 두려움을 붙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존중하다 보면 나의

두려움도 나 자신의 한 모습이며, 나의 동료라고 생각해보세요.

미래 진로에 대한 비전이 선명해집니다. 두려워한다고 현재

진로를 선택할 때 두려움을 인정하면 미래의 실패를 미리

나의 여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려움과 일단 마주하세요.

생각해 볼 수 있어 더 강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을 바라보다 보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이

함께 하세요. 걱정으로 대비하는 미래는 조금 더 안전해질 뿐만

저는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100번 쓰러지더라도 101번 일어나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뚝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시작해 보세요. 백지가 주는 두려움, 그 막막함을 이겨낸 기쁨이야말로
창조가 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2018.08., “그림 어떻게 그려요?” 묻는 한국인들… 마음 따르는 법 잊은 거죠)

진로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니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이를 또 다른 기회로
(출처 : 크리스틴 울머(2018), 「두려움의 기술」)

진로교육 Tip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작은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진로장벽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

자녀가 두려워하는 미래를 구체화하기

꿈은 나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지속해서
실천하는 노력이 모일 때 이루어집니다.

2.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생각해 봅시다.

직업 가치관

목표를 세워 달성할 때 느끼는 것

봉사

나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개별 활동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변화지향성

반복되거나 정형화된 일을 싫어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

여유

4. 그리고 집중해서 계획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여 차질이 있을 때마다 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때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기록합니다.
5. 그 두려움의 유형이 예전에 적었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두려움 리스트를 수정해 보세요.
(출처 : 마크 알렌(2009), 「위기극복형 인간」)

어떤 가치관인가요?

성취

3. 다른 종이에 문제 해결 방법을 확신에 찬 문장으로 씁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직업가치관

두려움을 활용하여 진로 목표 설정하기
1. 10년 뒤 나의 모습에 대해 그려보거나 써 봅니다.

미술치료사

영향력
지식추구
자율성

직업적 성취, 성공과 여가, 휴식 등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주장이 강하고 도전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관심이 많고
일을 통해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
다른 사람의 지시나 통제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 것
(출처 : 권순이 외(2013), 「십대를 위한 진로 콘서트」)

보험회사 CEO

(출처 : 동아일보, 2016.12.,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면 또 기회가 옵니다.”)

우리 자녀의
는?
진취성 지수

중학교

진로
탄력성의
시대!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사람의 얼굴이 하나같이 다 다르듯 자녀들의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호기심과 지적 개방성이 미덕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현실지향성과 안정성이 강점을 발휘하는 직군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의 진취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녀가 생각하는
자아 이미지와 부모가 보아 온 객관적 이미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 스스로 자기객관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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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이 있을 때
공부가 더 잘돼

한 번 써본 물건은
절대 다시 사지 않아

낯선 곳에 가면
늘 내가 앞장서서 걸어

아주 말이 안 되는 엉뚱한
상상도 자주 하는 편이야

돌발상황에서도 하하하!
웃을 수 있어

나는 자신감 있고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재치가 있다는 평가를
자주 들어

한 가지 일만 하면
쉽게 잘 질리곤 해

이 동네 골목대장은
나야 나

목표를 달성하고 상을
받을 때 가장 신이 나!

나는 말을 잘하는 축에
속한다고 봐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빛나는 사람이야

친구들을 설득하고
이끄는 게 좋아

문제점은 빨리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해야지

때로 경쟁심이 너무
세다는 평가를
듣기도 해

모르는 게 있으면
직접 찾기보다는
우선 질문을 해

우리 자녀는
전형적인
골목대장!

같은 것도
다르게
볼 줄 아는 자녀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아,
토닥토닥

가끔은
낯선 길로 이끌어
권유해 보아요

일상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비판이나 지적보다는
떠오르는 대로 아이디어를
말하게 하는 브레인스토밍이
자녀의 진취성을 키워 줍니다.

새로운 것에 금세 이끌리는
우리 자녀. 적극적으로
다양한 자극을 찾는 자녀의
장점에 좀 더 주목한다면
진취성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익숙한 것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현실적인 사고를
선호하는 우리 자녀는 다소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지향적인
과업에서 의외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리더십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우리 자녀, 하지만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줄 아는
것이 장점이기도 해요.
가끔은 새로운 메뉴를
선택하거나 낯선 길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구두장이들의 모험 이야기
진로 탄력성이란?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고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류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평생
직장’에서 일하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진로 탄력성’이란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진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개발역량입니다. 자녀가
흥미와 적성 그리고 경험을 기초로 ‘평생 진로’를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학부모님의 독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 속에서 자녀가 스스로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화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어제의 영업맨, 오늘은 수제화 전문가로
패션전문 매체에서 글을 쓰던 기자가 혼자서 수제화 브랜드를 창업했습니다. 일찌감치
영업에 뛰어들었던 세일즈맨이 구두 만드는 법을 공부해 구두 공방을
차렸습니다. 서울 성수동 구두거리에서 만나는 청년 구두장이들의 이력은
구두의 색깔과 모양만큼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쁘고 편한 구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열정입니다. 어려서부터 꿈꿔 온 구두장이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기회를 만났을 때 과감하게 자신의 진로를 바꿈으로써 그들은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진취성과 긍정적인 태도는 진로 개발에서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과 함께
우리 동네 진로체험
알아보기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

지역 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소개 꿈꾸는 자녀들의 길라잡이! ‘꿈길’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교육부

소개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지역사회의

진로 교육기부 동아리를 비롯하여 학부모교육

다양한 진로체험처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한 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진로체험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용방법 꿈길(www.ggoomgil.go.kr)에서
진로교육 정보망 통합회원 가입하기 → 로그인

→ 진로체험인프라맵에서 우리 동네 진로체험
▶ 꿈길 바로가기

프로그램 확인하기

이용방법 꿈길 로그인 →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우리동네 진로체험지원센터 들어가보기

* 참고 : 커리어넷 진로흥미검사 진취형 결과지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100% 활용하기
소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www.career.go.kr)은
직업적성검사와 직업가치관검사 등 각종 진로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가 계속 누적되어 생애주기별 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역 진로교육센터 등 각종 연계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진로교육 정보망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커리어넷과 꿈길 등

자녀를 위한 유익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흥미검사란?

▲ 커리어넷
진로흥미검사 바로가기

심리학자 홀랜드(Holland)는 현장형과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 등 여섯 가지
유형의 진로 선택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커리어넷 직업흥미검사로 자녀와 심층적인
진로 탐색에 들어가 봅시다.

우리 자녀의
수는?
지
력
각
지
공간

중학교

미래를
만드는
상상력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사람들은 도로 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하나하나 예측하고 대응하는 정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러려면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상력과 더불어 전략을 짜고 가상으로 실행해 보는 기획력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역량을
공간지각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의 공간지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퀴즈를 풀듯이 학부모님도 함께 체크해 보며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교육부에서 개발한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다른 적성 영역도 자세히 검사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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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전개도를 보고도
입체도형을 잘 맞추지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종종 잊곤 해

처음 가는 길도 지도만
있으면 거뜬히 찾지!

입체도형을 보고
전개도를 그릴 수 있어

별자리 지도만 보고
밤하늘 별자리를 찾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르는
곳을 찾아간 적이 많지

퍼즐이나 블록 쌓기 같은
게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 집에 가면 어느 가구를
어디에 놓으면 더 좋을지
조언해 주곤 해

3D에 관심이 많지

어른이 되어도 운전은
무서울 것 같아

VR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누군가 내 책상을 뒤졌는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 봐!

우리 집 주변에 어떤
건물이나 지형이 있는지
잘 몰라

난이도 높은 종이접기에
도전할 수 있어

무게 중심을 잘 잡아
균형을 맞추는
법을 알고 있지

복잡한 조립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공간적 상상력과
호기심이 많아요

입체적으로
사고하고
공간에 능숙해요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열두 가지 적성
영역 가운데
하나, 공간지각력

공간지각 관련 진로는
스포츠에서 과학기술까지
광범위하답니다.
아이의 다른 적성도 고려해
다양한 진로 탐색을
도와주기로 해요.

공간지각력은 다른 적성과
마찬가지로 노력에 따라 많이
변화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흥미와 재미를 더하는 다양한
자극은 자녀의 공간지각력을
키워 줍니다. 놀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도와준다면 자녀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자녀의 적성은 여러 영역의
능력과 장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영역별 능력이
조화롭게 발전하면서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율주행차가 만드는 미래 도시
기술,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다
인류가 달에 착륙하고 첫발을 내딛는 영화가 처음 나온 것은 1902년이었습니다. 커다란
대포알을 타고 달까지 날아간다는 상상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67년이
흐른 뒤 인류는 대포알 대신 아폴로 호를 띄웠고 달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겼지요. 뿐만
아닙니다. 1980년대에 <전격제트작전>이라는 외국 드라마에 등장하던 ‘키트’라는
인공지능 자동차를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굳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알아서 작동하는, 자율주행차의 원조 격이지요. 예전에 영화에서 보았던 것들이
한참 뒤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상상은 기술을 통해
현실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
사람이 운전대에서 손을 떼어도 되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지 여전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기업가들 역시 십여
년 전에는 똑같은 장벽에 부딪쳤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2019년
현재 자율주행차는 미래 신산업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게 된 한국인 사업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상상하고 아무도 내딛지 않는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더 큰 상상, 더
용기 있는 시도로 바뀌어 온 인류 역사가 미래형 진로교육의 본질적 근거입니다.

학부모 진로
미래 사회에 인간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계가 일을 다 해줄 텐데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는 자녀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 참고: 커리어넷 직업적성검사 공간지각력 검사 문항

과거의 진로 탐색은 적성에 맞는 직업 하나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업
세계의 문법으로 보면 인간의 직업을 기계와 인공지능이 잠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다각화하는 현대 사회는 하나의 직업이 다른 직업과 융합하고, 기존의 직업이 새로운 직업으로 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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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과거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 확장과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직업 세계는 늘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변형과 소멸, 생성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공부가 필요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미래에 어떤 변화가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커리어넷 직업적성검사로 우리 자녀 적성 찾아보기
소개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적성검사는 공간지각력, 언어능력,
수리·논리력과 같은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운동능력, 손재능, 음악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성찰능력, 자연친화력, 창의력을 적성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단정하지 않고 개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적성검사와 차별화되어 수요가 높습니다.
직업적성검사로 자녀와 심층적인 진로 탐색에 들어가 봅시다.

이용방법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
진로교육 정보망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각종
진로심리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계속 누적되므로 자녀의 생애주기별
변화 를 장기적으로 확인 가 능합니다. 검사의
결과는 성적이 아니며 적성은 자녀의 노력이나
경험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넷 직업적성검사
바로가기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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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은
본격적인 진로탐색의
출발점입니다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여름방학 진로 탐색
어떻게 시작할까요?

구체적인 진로 의사결정의 출발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중학교 시기에는 진로체험과 진로목표 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진로탐색은 크게 자기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진로의사결정의 세 경로를 통해

진로체험 활동 경험은 진로 선택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이루어집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자녀의 소질과 적성,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본격적인

기여합니다. 막연했던 미래를 구체화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북돋워 주기 때문입니다.

진로탐색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대화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진로탐색의 출발점이 되며,
적극적인 지지는 진로탐색의 동력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채우면서 여름방학

교실을 벗어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공간에서 새로운 인물을 만나고 직접 체험을

진로탐색을 계획해 봅시다.

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진로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중학교 시기의 진로체험입니다.

진로체험,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막막해요

1. 자녀의 흥미와 적성 파악하기

2. 관심 직업군·직업 정리하기

결과와 함께 제시되는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해 봅시다.

봅니다. 진로심리검사 결과와 직업정보 등을 참조하면 더욱

* 진로심리검사 바로가기 : 커리어넷(www.career.go.kr)

구체적인 진로 탐색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로심리검사를 통해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보고, 검사

자녀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직업군과 직업을 나열해

진로체험은 현실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방학을 맞이해
부모의 일터에 하루 방문하는 것도 진로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과목

친밀한 관계인 만큼 관심과 집중도가 높아 더욱 의미 있는 진로체험이 되지요. 부모

좋아하는 활동

직업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직업

일터 방문은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교육적 효과가 큽니다. 부모의 노고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또한 청소년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역시
진로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www.parents.go.kr)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미래직업과 각 분야 전문가 인터뷰 동영상 등 다양한

3. 우리 동네 진로체험 활동 찾아보기

4. 진로체험 일기 쓰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oreajobworld.or.kr), 커리어넷(www.career.go.kr), 그리고

점을 정리하는 과정은 체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체험의

각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진로

내용을 돌이켜보고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다음에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해 보고 싶은지 대화를 나눠 보세요.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은

진로체험 활동 안전사고 위험 예방하기

꿈길(www.ggoomgil.go.kr), 한국잡월드(www.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느낀

진로체험 활동이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 낯선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진로체험처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해 미리 확인한다면
이런 염려는 줄어들 것입니다. 교사당 학생 수나 응급상황 대처 방안도 확인해 두도록
합니다.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심한 장난을 치지 않도록 당부하고 체험처에서
별도 공지하는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당부합시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타인에게

프로그램
일정과 장소
주제
준비물
동반자

무엇을 체험했나요?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진로체험은?

요청하고 대처하는 법에 대해 늘 기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체험 활동 전에
꿈길 홈페이지에서 진로체험 안전교육 동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꿈길 홈페이지 > 안전한
진로
체험

진로체험 핸드북 > 동영상 > 누가 꿈길선생님을 다치게 했나?, http://bitly.kr/ulmhiY)

* 교육부는 매해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들을 심사해
인증 효력을 부여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처의 성격과 시설 안전성 및 쾌적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QR코드를 모바일로 검색하면
2016~2018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6~2018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안내서 바로보기

● 공모주제

| ‘학생 진로탄력성’의 취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

※ 진로탄력성 : 진로와 관련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극복하고, 변화하는 진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한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역량
● 응모자격

| 대한민국 누구나(학생, 청소년, 교원, 학부모, 일반인 등)

● 공모기간

| 2019.5.7.(화) ~ 8.31.(토) 24:00

● 공모부문

| 캐릭터, 웹툰, 영상, 음악 부문

● 접수방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nypi.re.kr) 참고

● 시상내역

|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으로 구분하여 상장
(교육부장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및 상금 수여

중학교

자기만의 영역·강점 개발이
미래 준비의 첫걸음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일자리?
영국의 WEF 보고서(2018)에 따르면 현재 노동자들 중 47%가 10년 이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사라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후 살아남을 일자리 종사자는

2019-13호

인공지능 시대, 누가 이끌게 될까?
새로운 시대가 부를 또 다른 진로
알파고의 활약 이후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모두의 상식이 되어 가는 듯 보입니다. 1941년

3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만 믿고 아이들이 더 빨리 미래를

47%

33%

10년 후 사라질
일자리 종사자

10년 후 살아남을
일자리 종사자

결정하도록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특정 직업이 유망하다고 손꼽힌다고 해서 자녀들이 성장해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때에도 같은 상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예견된 미래 전망에만 의지해
자녀들의 오늘을 재단하기보다는 자녀들 스스로 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흥미를 계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초의 컴퓨터가 탄생한 이후 채 백년도 되지 않아 생겨난 변화입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변화속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편, 새롭게 생겨날 직업에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를 준비하는 첫걸음

대한 기대 또한 높습니다.

‘알파고 파란’이 지나간 뒤, 최근 인공지능을 통한 바둑 학습과 연습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부 대신 자동차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생겼듯이, 인공지능에 따른 산업과

‘개성은 사라졌으나 약점이 없는 상향평준화된 바둑’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기술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꿈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에는 스펙이나 학습능력이 상향평준화되므로

키우고 적성을 발견해 진로설계를 해 나감에 있어 사회적 변화와 전망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개인의 강점이나 특성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전망합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전망을

이유입니다.

넘어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과 강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전문화, 세분화될 미래 직업 세계

미래를 이끌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자녀의 흥미를 따라가며 더 많은 대화를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 우리 자녀들은 어떤 진로를 꿈꿀 수 있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나눠 보세요.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 스스로 적성과 흥미를 찾아내며

미래의 직업 변화 트렌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직업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인공지능이

미래 역량 키우기의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면 인간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금융 전문가는 단순 서류
작업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더 복잡한 의사결정이나 가치판단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입니다. 인공지능의 분석 결과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전문가가 각광받고,
더욱 세분화된 직업 분야가 등장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년 플래너, 가상 레크리에이션
디자이너와 같은 신생 직업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셋째, 서로 다른 직무나 지식, 기술을 합친 융합형
직업이 출현합니다. 요리사 농부, 홀로그램 전시기획자와 같은 직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직업입니다. 드론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드론 조종사가 탄생했듯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스마트 교통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나 첨단기술 윤리학자 등의 직업 분야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heck! 미래를 이끌 직업들
아래 직업에 대해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미래 유망 분야로 꼽히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를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직업들을 자녀와 함께 찾아보며
대화해 보세요.

부모
들어본 적 있다

어떤 직업인지
설명할 수 있다

미래 직업 탐색 관련 참고 사이트

학부모 진로

새로운 시대, 자녀들의 진로탐색과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수의 교육 전문가들과 미래학자들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가치판단과 감성이

ㆍ커리어넷 > 직업·학과정보 > 해외신직업
https://tuney.kr/nZRQNu
ㆍ워크넷 > 직업·진로 > 직업정보 > 직업동영상
> 신직업
https://tuney.kr/nZMNLx

직업명

자녀
들어본 적 있다

어떤 직업인지
설명할 수 있다

데이터 마이너
가상현실 전문가
로봇 상담사
우주여행 가이드
일자리 연결 전문가
풍력 농사 전문가
기후변화 전문가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전문가
나노기술 의사
원격의약처방 기술자

필요한 분야가 각광받게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스스로를 관리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적 기본기를 갖추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줄 아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자녀의 장점을 파악해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자녀의 장점 찾기에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점점 빨라지는 변화 속도에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e-도서관을 이용해 보세요. 공통의 고민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찾아보면 좋을 다양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라지는 미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가 고민이라면
e-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교육 전문가들의 친절한 조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 e도서관> 학부모TV> 동영상> ‘달라지는 미래’ 검색)
▲ 달라지는 미래,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바로보기

방학을 마친 자녀와의 진로 대화를위한

중학교

2019-14호(특집)

심화된 탐색을 통해
진로 적성과 흥미 발견을
도와주세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자녀와 함께 써 보는

진로탐색 활동 기록

진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기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진로?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을 마치고 쓰는 체험 기록은 경험을 돌아보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일기와

중학교 시기는 진로탐색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꼽힙니다. 고등학교 진학에서부터 학업경로 및

같습니다. 진로탐색 활동을 기록하면서 자녀들은 각자의 경험이 가진 의미와 자신의 흥미 분야, 관심사 등을

진로설계 등 실제적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관심과 흥미, 적성과 소질에 대해 잘 살펴 두어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록이 구체적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

합니다. 다양한 진로체험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여름방학 중 이루어지는 진로탐색 활동은

자녀들이 진로탐색 활동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 아래 표를 여러

학기 중 진행된 진로수업과 진로활동에서 배운 것들을 실질적 경험으로 바꾸고 이해도를 높이는

개 만들어 각각 정리한 후 함께 비교해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과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적성을 파악하도록 도와주세요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만큼 중요한 것은 그 후의 기록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흥미를 발견하거나 활동 중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심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며 도와주세요. 활동 중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 묻고 답해 봅시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화는 물론 정리과정에서 드러나는 자녀의 관심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자녀가
스스로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깊이 있는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돕고 싶다면
진로탐색 결과 정리를 마쳤다면 더 궁금한 것은 없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관련 기사를 검색하거나 전국학부모지원센터(http://www.parents.go.kr),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또는 워크넷(https://www.work.go.kr) 등을 이용해
관련 진로정보를 찾아보도록 도와주세요. 예시한 사이트들은 진로탐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 해당 진로와 관련된 인물들의 인터뷰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자녀의 관심사가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화를

구분

진로탐색 결과 예시

체험 날짜

2019년 7월 31일

체험 장소

방송사 보도국

체험 활동
내용

뉴스를 만드는 과정 살펴보기

진로탐색 결과

•하나의 뉴스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아나운서나 기자 외에도 연출자, 조명,
카메라맨, 오디오 감독, 자료 담당, 디자이너 등 많은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면서 모두가 약속한 대로
움직이고 서로를 돕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자막과 로고, 그래픽 화면 같은 것들이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완성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아쉬웠던
점

•주조정실과 부조정실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때 친구가
말을 걸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뉴스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를 만나 보지 못해 아쉽다.

더
알아보고
싶은 점

뉴스 프로그램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공부와
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 해 보고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
싶은 체험

나눠 보세요.

학부모 진로
진로탐색 활동을 하고 나서 특정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자녀들은 어떻게 지도할까요?
진로탐색을 통해 흥미 분야를 발견했다면 이를 좀 더 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에 언급한 사이트를
이용해 진로에 대한 관련 정보와 해당 분야의 인물 인터뷰 등을 찾아볼 수 있게 하거나, 직업흥미검사나
진로성숙도검사 등을 통해 현 단계 자녀의 흥미와 필요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리어넷 홈페이지 > 진로심리검사 > 심리검사 > 청소년용 심리검사 >
직업흥미검사 또는 진로성숙도검사
청소년용 심리검사 바로가기 ▶

손 안의

2019년 8월 26일
모바일 앱북 출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즐거운 진로탐색
<드림레터>를 모바일로 만나세요!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ANDROID)

앱스토어
바로가기
(iOS)

중학교

미래 환경을 지키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자녀의 적성과 흥미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 전 지구적 환경위기가 심화되면서 미래 환경을 보살필 일자리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2019-15호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해 환경적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 공통의

지구를 살리는 녹색 일자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더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녀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해

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등의
이야기하면서 자녀의 적성과 흥미가 맞닿은 부분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학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경험한 기후와
환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사이 지구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구 환경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생겨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대화를 통해 관심을 이끌어 주세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가 약 1℃ 높아졌다고 합니다. 과거 지구 평균온도가 1℃

환경 관련 직업·진로와
밀접한 흥미 및 적성

오르는 데 약 1만 년의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 급격한 온난화가 진행돼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온난화 진행으로 해수면은 약 10~25㎝ 상승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남태평양의 섬들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난화와 함께 기후변화도
심각해져 전 세계에 걸쳐 홍수와 가뭄, 한파와 혹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진행 중인

흥미

곳도 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환경보존·보호 관련 진로 필요성 증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벌어졌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서양과 남태평양에서
플라스틱을 삼키고 죽은 어류와 조류가 발견되는가 하면 플라스틱 포장재에 몸통이 끼어 기형으로

적성

탐구형

자연친화력

·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수집 등의
노력을 마다않고 탐구 과정을 즐긴다.

· 살아 있는 생물이나 자연에 대해
관심이 많고 관련 지식을 쌓고 싶어
한다.

·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자란 바다거북, 돌고래 등의 사진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수질오염으로 떼죽음을
당한 수생식물과 동물, 오염물질이 몸에 쌓여 질병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흔히 접하는 소식이

실재형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방재를 비롯해 환경보존 및 보호와 관련된 직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조작이나
만들기를 즐겨 한다.

있습니다.

수리논리력
· 작고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 어떤 대상이나 기계, 동식물을
조작하는 활동에 관심이 있다.

친환경 생태 이끌 진로는 확장 중
친환경 생태에 대한 관심도 증가세입니다. 숲을 지키고 생태계의 복원력을 키우고자 하는 세계적
노력이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반영되는가 하면 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논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기농법과
친환경 가축사육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 친환경·유기농 식재료를 전문으로 파는 상점이 인기를
모으기도 합니다. 전 지구적 환경위기와 함께 세계는 더 많은 학자, 분석가, 정책 연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다.

관습형
·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창의력

·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사회형
·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심이
있다.
·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관련 직업 : 환경공학 기술자,
환경 컨설턴트,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기후변화 전문가,
친환경 건축 전문가,
환경검사 및 인증 전문가 등

·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접근할 줄 안다.
·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데 망설임이
없다.
* 출처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직업 가이드북.

학부모 진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자녀의 진로지도,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가 환경문제에 관심이나 흥미를 보인다면 먼저 다양한 배경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류의 삶에서 환경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며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진로·직업 동영상을 함께 보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를 통해 환경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 > 진로동영상 > ‘환경’ 검색)
환경 분야 진로 동영상 바로가기 ▶

손 안의

앱북 론칭 기념 이벤트
앱북 보고 상품 받자!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를
이제 모바일 앱북으로 편리하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드림레터 앱북의 배너를 눌러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기
간 9월 3일(화)~9월 16일(월)
참여방법 드림레터 앱북 다운로드 후 설치
> 배너 클릭 후 작성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ANDROID)

앱스토어
바로가기
(iOS)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드림레터’검색후다운로드

명절 연휴, 자녀와의 진로대화를 위한

중학교

2019-16호(특집)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친척에게 들어보는
‘일하는 삶’
친척들과 함께 알아보는

진로흥미 유형
진로흥미를 파악해 두면 진로적성을 확인하고 이후의 진로탐색 방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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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흥미를 소재로 대화를 나누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각자의 진로흥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친척들의 진로흥미 유형이 지금 하는 일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흥미 분야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현실형의 진로흥미를 가졌더라도 관습형
직무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흥미 유형은 한 가지로 특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러 성향 중 어떤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정도로만 활용하세요.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진로 전문가들은 중학생 시기가 진로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중학교 3년이 앞으로의 30년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진로탐색, 학업, 친구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잘 살피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진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찬찬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 정한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편이다.
무엇이든 정확하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책임감이 강하다.
관련 직업 : 공인회계사,
과학자, 교사 등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해 보는 것에 관심이 많다.
실용적인 것을 선호한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편이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상상 속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더 좋다.
관련 직업 : 간호사, 경호원,
기술자 등

현실형
관습형

탐구형

진취형

예술형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적인 관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즐긴다.
호기심이 강한 편이다.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자료수집에 공을 들인다.
관련 직업 : 빅데이터전문가,
문화재보존가,
사이버범죄수사관 등

친척들과 함께 진로, 직업 이야기를 나눠요
특히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많은 친척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명절 연휴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진로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희망 직업군에서 일하는 친척이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희망 직업군의 인물을 만나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진로에 대한 탐색에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관심과 흥미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다양한 직업군의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흥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친척들과의 만남을 진로탐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또래 이야기, 학부모님 이야기도 중요한 가이드
친척 어른들과의 만남만큼 또래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또래의 친척과 서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방향의
진로를 탐색 중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자신의 꿈이나 장래희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친척이 많지 않은 편이라면 학부모님이 친구처럼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세요. 학부모님의 어린 시절
장래희망이나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나누었던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돌이켜 자녀에게 들려줍시다. 학부모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조부모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에 대한 이야기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진로탐색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성격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내 주장을 이야기할 때 망설이지 않는 편이다.
남을 설득하는 일도 쉽게 해낸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잘 이겨 내는 편이다.
관련 직업 : 경찰관,
광고홍보전문가, 기자 등

사회형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배려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구들과 협동해서
무언가를 할 때 더 즐겁다.
사교적인 성격이다.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남다르다,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감수성이 예민하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원래 있던 것보다 새로운 것이 흥미롭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관련 직업 : 건축사,
마술사, 만화가 등

관련 직업 : 항공기승무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
* 출처 : 진로정보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 진로심리검사 > 진로흥미탐색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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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가계도를 통해

진로를 탐색해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나의 강점, 약점을 파악했어도 아직 무엇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201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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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탐색을 해 볼 수 있도록 직업가계도를 그려 봅시다. 직업가계도란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숙모, 삼촌 등 가족들의 직업을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추석 때 만난 친척들의 직업정보를

스스로 만드는
내 인생의 진로

활용하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들은 가계도를 그려 주변의 직업환경을 확인해 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진로흥미와 탐색의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가계도를 그린 후엔 자녀와 각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알아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A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외할머니

있도록 도와준 유일한 힘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원하는지 끊임없이 탐구했고, 마침내 1세대 스마트폰을 개발했습니다. 스스로 고민하며 찾아낸
일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되었죠. 좋아하는 것에 대한 탐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탐색하며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한 진로흥미 탐색

외숙모

외숙

어머니

아버지

숙부

숙모

중학교 시기는 스티브 잡스처럼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이제 막 진로를
탐색하고 흥미 분야를 정해 나가는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와 함께 자신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는지 물어봅시다.
자녀들이 진로흥미를 심화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좋아하는 일이나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외사촌

외사촌

손아래 형제

나

손위 형제

사촌

사촌

밀어붙이기보다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믿어 주는 것입니다.

장단점 목록을 만들어 진로 대화를 나눠요
자녀들이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진로를 찾는다면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정리한 후에 그 일들에 대한 장단점 목록을 만들도록
지도해 줍시다. 목록 만들기를 낯설어한다면 처음엔 3가지로 시작해 5가지, 7가지, 한 쪽
채우기 식으로 늘려 보세요. 학부모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녀의 강점과 약점, 특히 잘하는
일에 대해 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들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타인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사이의 간극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콕콕! 진로 정보

자녀의 진로 준비상황, 진로성숙도검사로 알아봐요!
자녀 스스로 그동안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심화된 자기이해의 한 과정입니다.
진로성숙도검사는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준비 정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자녀들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진로성숙도검사는
커리어넷(www.career.go.kr) 홈페이지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커리어넷 > 진로심리검사 >
진로성숙도검사)
진로성숙도검사 바로가기 ▶

학부모 진로
본격적인 진로흥미 탐색을 시작한 자녀들에게 보다 정확한 자기이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 공모주제 | 다음 중 택 1

① 창의적 진로개발 응원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② 진로교육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 공모분야 | 동영상, 웹툰, 로고송(중복 출품 가능, 출품 수 제한 없음)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하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면 보다
깊이 있는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장단점 나무 만들기’, ‘뇌구조 그리기’
등 목록을 작성하여 스스로를 파악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자랑거리, 단점 등을 정리하고
관련된 진로흥미에 대해 대화하다 보면 학부모님의 자녀이해도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 목록 작성방법 :
EBS클립뱅크(clipbank .ebs.co.kr) > 클립영상 > ‘진로교육 자기이해 과정’ 검색
진로교육 자기이해 과정 바로가기 ▶

● 참가자격 |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 초·중·고교 학생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단체(6인 이하) 공모
● 공모기간

| 접수 : 2019년 8월 13일(화)~10월 31일(목)
발표 : 2019년 12월 초(예정), 개별 연락 및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 참가방법 | 접수기간 내에 참가신청서 및 출품작 모두 제출

세부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http://www.discoverydream.co.kr) 참조
● 공모규모
●문

| 총 19편 시상, 총 상금 1,770만원

의 | 공모전 운영사무국(EBS미디어), ☎ 070-4304-5238
E-mail : discoverydream@ebsmedia.co.kr, 카카오톡 ID‘진로교육공모전’
:
검색

중학교

말모이? 가치모이!

분류로 알아보는 직업가치관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일제강점기, 한국어를 말살하려는 정책에 맞서 우리말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사전을 만들고자 하던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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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가치관 확인으로
미래 직업 만족도를 높여요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학회입니다. 한글학회는 전국의 사투리와 말들을 모아 같은 의미의 단어를 분류하고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을 골라 표준어로 지정했습니다. 직업가치관을 발견하는 과정도 사전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직업가치관과 관련된 항목을 확인한 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도록 이끌어 주세요.

자녀와 함께 만드는 직업가치관 사전
명예로운 일을
한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스스로 발전한다

준다
를 많이
보너스
력적이다
간이 탄
근무시
을 한다
으로 일
규칙적

무언가를 성취한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

적다
경쟁이
다
쟁을 한
람과 경
다른 사
다
로 일한
독립적으

더 나은 세상을 만든
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
창조적 시도를 한다

명확한 진로선택 위해 필요한 과정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대화해요

삶의 만족감을 키울 근간, 직업가치관

미래의 진로를 탐색할 때 중요한 것으 로

많은 이들이 일을 통해 스 스 로 중요하다고

영화 <말모이>에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진로흥미와 자기이해가 가장 많이 언급되지만,

생각하는 가치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한글학회

또 하 나 중요한 것이 있습 니다. 바 로 직업

이에게는 보수(급여)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 사전을 만들면서 마침내 기쁨을

가치관입니다. 직업가치관이란 직업을 선택할

또 어떤 이는 사회적 인정(명예)을 중시할 수

느낍니다.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큰 만족감을

때 영향 을 끼치는 개인의 믿음 이나 신념을

있습니다. 자 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만족 을

느 끼 게 된 것이 지 요 . 삶 에 대 한 만 족 감은

말 합 니 다. 직업 가 치 관 의 중요성에 대 한

느 끼 는 사람도 있고, 남을 도울 때 기쁨 을

어떤 일을 하느냐와 이렇게 밀접한 연 관 을

연구 는 오 래전부 터 이어졌는 데 요 ,‘ 직업과

느끼는 이도 있습니다. 사 람 마 다 중요하게

맺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할 때 가 장

관련된 다양한 욕구와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생각하는 것이 다른 만큼,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만족감을 느끼는지 대화해 보세요. 학부모님의

위에 제시된 보기들을 한 번에 세 개씩 고르도록 지도해 줍시다. 가장 필요한 것 3가지,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 3가지,

더 명확한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일이 직업이 되었을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업가치관과 비교해 보며 이야기를 나눠도

필요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각각골라 종이에 적도록 하고 각 내용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색상으로(아래

결과 들이 있습니다. 이를 ‘가치중 심적 진로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자녀가 가장 가치 있게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부모님과 자녀 간

보기 참고) 확인합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 가치를 많이 골랐느냐에 따라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를

접근 모델(Brown, 1996)’이라 부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이해를 더해 줄 뿐 아니라 자녀들이 자 신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골라놓은 결과를 가지고 자녀가 어떤 것에 가장 중심을 두고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대화해 보세요.

직업가치관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추후 직업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평소

직업가치관 이 갖는 의미를 확 인해 장 래의

선택에 도움이 되며, 만족도 높은 직업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대화를

진로를 탐색하는 데 효과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해 알아보세요.

줄 것입니다.

콕콕! 진로 정보

직업가치관검사는 진로탐색의 네비게이터!
아직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잡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함께 직업가치관검사를 해 봅시다. 커리어넷이

일하는
방식이
자유롭
독특한
다
아이디
어가 필
요하다
연봉이
높다

능력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능력발휘 : 내가 한 일을 통해 성취를 이루고 앞서
나가는 것
자 율 성 :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보 수 : 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것
안 정 성 :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

많다
는 기회가
배울 수 있
을 만든다
새로운 것
다
혜택이 많
월급 외에

사회적 인정 : 내가 한 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를 인정받는 것
사 회 봉 사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자 기계발 : 직업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것
창 의 성 :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제공하는 직업가치관검사는 능력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계발, 창의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자녀들이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학력과 전공에 따라 어떤 직업이 가장
어울리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업가치관검사 바로가기 ▶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직업흥미검사 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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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모델을 찾는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2019-19호(특집)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
더 큰 꿈을 키워 주세요

자녀와 함께 찾아보는

성장의 지침, 롤 모델
자녀와 함께 롤 모델 찾기를 해 봅시다. 자녀의 평소 관심사나 진로흥미 분야 중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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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던 이들을 찾아보세요.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검색해도 좋고 위인전 등의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찾아낸
인물 중 자녀가 가장 흥미를 보이는 사례를 선정해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름, 성장배경,
업적이나 성과, 성취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 본받고 싶은 점 등을 정리하면 됩니다.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자녀가
해당 인물의 어떤 점에 가장 매료되었는지, 또 그와 같은 성취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눠 봅시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들은 성장의 지침을 발견하고 미래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롤 모델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요

자녀가 어떤 부분에
매료되는지 알아보세요

관심사, 적성, 흥미를
고려하도록 도와주세요

구체적인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자녀가 자 신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만 한

꿈이나 장래희망을 정하기 어려워하거나 자신의

흥미를 발굴하여 관심 직업이나 진로에 대해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심

미래상에 대해 막연해하던 자녀들이 롤 모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분야를 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능력이나

통해 진로목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롤 모델(역할 모델)을 정해 관련 직업이나 진로를

업적을 남긴 인물을 탐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 500m 종목 2연패에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롤 모델이란

방법이지만, 아 직 관심 분야 를 많이 좁히지

빛나는 이상화 선수의 롤 모델은 이채롭게도

간단히 말하면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을

못했다면 가까 운 주변에서 대상이 될 만 한

골프의 여제로 불린 박세리 선수였습니다. 이상화

의미합니다. 본받고 닮고 싶은 인물을 정하는 것이

인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

선수는 IMF 시절 당시 온 국민에게 힘과 기쁨을

왜 중요할까요? 모범으로 삼을 인물을 정한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형제, 자매 모두가 대상이

주는 박세리 선수를 보고, ‘나도 박세리 선수

것은 그 인물의 삶이나 행적을 살펴보고 평가할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드라마나 영화의 캐릭터를

같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뒤 어려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바라는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인물을 롤 모델로

순간들을 참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고 객관화할 수 있다는

정하든 중요한 것은 해당 인물이 지닌 강점, 그리고

평소 관심사, 적성, 흥미를 고려해 롤 모델 찾기를

뜻이기도 합니다. 롤 모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성취를 위해 기울인 노력입니다. 학부모님의

도와주세요. 자녀가 언급하는 인물이 롤 모델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마음에 드는 인물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자녀가

삼기에 적합한지,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대화를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그 인물의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보고 모범으로

통해 세밀하게 함께 검토하고 가능한 한 관심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Bandura, ‘사회학습이론’)

삼고자 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야에 가까운 인물을 찾도록 지도해 줍시다.

이름

스티브 잡스

직업

미국의 기업가, 개발자

성장 배경

•학교를 자주 빼먹는 낙제생이었지만 전자적
지식은 뛰어났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1년 만에 그만두고
전자게임 회사에 취업했다.
•컴퓨터 회사를 창업해 PC를 만들고 1세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만들었다.

나의 롤 모델

•세계경제와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개발
업적 또는 성과
•특유의 스타일을 고수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음
성취의 이유

•관심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자신감 있는 행동과 결단력

•자신의 관심 분야에 성실하게 집중하고 노력함
본받고 싶은 점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함

콕콕! 진로 정보

직업인 인터뷰를 보며 롤 모델을 찾아요!
자녀의 진로관심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어 낸 직업인의 인터뷰들을 찾아보는 것도 롤 모델을 정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을 구체화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지고
널리 이름을 알린 직업인들의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이들의
일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와 함께 보면서 자녀의 관심 분야에 걸맞은 롤 모델을 찾고, 자녀가 가진 꿈과
미래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워크넷 > 직업·진로 > 직업정보 > 직업인 인터뷰)
직업인 인터뷰 바로가기 ▶

중학교

2019-20호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부모와 아이는 함께 자란다

우리 자녀
인생 나이테 함께 그려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이며, 자녀가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님의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는지 대화하면서 함께 빈칸을 채워 나가다
보면 자녀가 자신의 인생 나이테를 그리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어릴 적 꿈과 인생 진로를 자녀의 인생

진로 경로를 구상하며 진로 활동의 방향 찾기

진로와 비교할 수 있어 부모-자녀 간 대화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3년, 5년, 10년 후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진로 경로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단계를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자녀가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거쳐야 합니다. 중학생에게 있어 진로 경로를 구상하는 단계는 진로 결정과 진로활동의 방향을

그 시절의 학부모와 미래의 자녀는 어떻게 다를까?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녀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러한 진로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의 성장과 진로 활동은 나무가 자라는 모양새와 비슷합니다. 똑같이

구분

예시

학부모

자녀

생긴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는 땅의 어느 지점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만 주변의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햇볕과 영양분, 수분의 공급량에 따라 나무 나이테의 간격이
달라지죠. 마치 자녀가 부모나 친구, 학업환경, 진로경험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저마다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자녀들도 어떤 인생을 구상하여 진로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진로를 정하는 태도인 '진로성숙도'가 달라집니다.

나무처럼 자라나는 자녀의 '인생 나이테' 그려 보기
한 해, 한 해 나무가 자라면서 나이테를 남기듯 자녀는 한 살, 한 살 커 나가면서 진로를
위한 여정을 거칩니다. 때때로 주변 환경과 경험이 자녀의 진로활동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그렇지만 막상 진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면 무엇을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었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꿈이었지.
10대
•내 특기인 그림 솜씨를 살려서 재능기부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면 좋을 거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했던
경험이 기억에 많이 남아.
20대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나며 시각도 넓혀야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인생의 진로를 구상하면서 이제까지 어떤 활동을
거쳐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중학교 시기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중학교 3년 동안의
진로활동 을 차 근차 근 기록 해 두 는 것도 좋 은 방법입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등으로 시기를 세분화한다면 자녀의

•내 직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렀으면 해.
다른 소속에 있는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30대
모이는 세미나를 열고,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싶어.

성장과정을 보여 주는 ‘인생 나이테’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크니 30대 때 미처 하지 못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아이가 편견 없이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서
40대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늘려서 부업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지.
50대 •사진이나 미술 전시회도 자주 갈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해.
학부모 진로
자녀의 진로활동이 뚜렷하지 않아 진로 결정과 어떻게 연계할지 감이 오지 않아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나무의 나이테가 환경에 따라 저마다 모양이 달라지듯 자녀의 가능성과 진로, 꿈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 나이테가 명확한 모양과 방향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여정에 대해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진로 방향을 틀게 된
사연부터, 목표와 꿈을 명확히 하고 노력해 온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들의 성공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커리어넷 홈페이지 > 직업·학과정보 > 진로인터뷰 > 커리어패스)
커리어패스 바로가기 ▶

앱북 론칭 기념 이벤트
앱북 보고 상품 받자!

손 안의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를 이제 모바일 앱북으로
편리하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드림레터 앱북의 배너를 눌러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기
간 10월 1일 ~ 11월 15일 까지
참여방법 드림레터 앱북 다운로드 후 설치 > 배너 클릭 후 작성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ANDROID)

앱스토어
바로가기
(iOS)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드림레터’검색후다운로드

중학교

법의 수호자,
2019-21호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법을 다루는 직업인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해 봅시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자녀와 준법정신에 대해 대화하기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일정한 법과 제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정보를 추적하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누구인가요?
‘디지털 포렌식’이란 과학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범죄자가 사용한 PC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과 이메일 접속기록, 검색기록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삭제한 자료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범죄를 온라인 기기를 통해 추적하고 증명합니다. 범죄의 결정적 단서를 추적하는 직업인 만큼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성실히 일을 수행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적합한 적성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녀와 함께 살펴보세요.

사회 구성원들이 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때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지요. 학생들이 법률이나 약속, 규칙을 지키는 준법정신을 길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은 청소년기에 형성됩니다.
청소년기에 준법정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체화되면 장차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정보를 활용한 미래 직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법을 수호하는 디지털 전문가이자 미래
유망 직업입니다. 커리어넷 미래직업 정보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법질서를 수호하는 사람들

수사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준법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직업에 대해 함께

※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직업·학과정보 >

알아봅시다. 법과 규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래직업 >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검색

모든 사람이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긴 사람은 누가 처벌하고
심판할까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만 할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줄까요? 판사나
검사, 변호사 혹은 경찰관, 교도관부터 범죄피해자보호사와 범죄과학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까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자녀와 함께 살펴봅시다.

이 직업의 미래 전망은 어떠한가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점점 발전할수록 사이버범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이버상의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수사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 검찰청, 국방부, 국정원 등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수사관이 되면 국가기관 외에도 기업의
법무팀이나 회계 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활약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워크넷 직업정보에서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직업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녀와 함께 찾아봅시다.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녀의 준법정신을 기르고, 미래 직업에 대한 흥미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 적합한 적성과 흥미

※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 > 직업정보 > 직업정보 찾기 >
‘범죄’ 검색
▲ 법 관련 직업군 바로가기

숨 어 있는 데이터, 원래
형태와 다 른 데이터에 서
증거를 찾아 야 하므 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콕콕! 진로 정보

창의력

적성

수리·
논리력

S유형

흥미

I유형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가
범인의 것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체계적·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정보로 세상을 지키는 직업인,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두 곳으로 나뉩니다. 바로 현실 세계 그리고 온라인 세계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쩌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법과 규칙은
온라인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자녀가 디지털 정보에 관심이 많고 추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직업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온라인을 통해 삶의 공간을 넓힐 수 있듯이, 디지털 정보 관련 진로에 대한
대화는 미래 진로를 탐구하는 영역도 확장시킬 것입니다.

타 인의 감정에 공 감 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평소
봉사의식이 투철하다.

(사회형)

(탐구형)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
수 집에 노력을 기울 이고
깊게 탐구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호기심을 보인다.

예시 :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큐레이터, 사이버평판 관리자 등
* 출처 :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직업·학과정보 > 미래직업

중학교

2019-22호(특집)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긍정적인 기대,
흥미를 능력으로 만드는
진로 비법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만드는

진로탐색 4단계
좋아하는 일은 얼마든지 잘하는 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흥미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키운다면 그 가능성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자기효능감 높이기,
긍정적 기대와 대화가 해답

얼마든지 커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흥미 분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한 칸, 한 칸 빈칸을 함께 채우다 보면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것입니다.

자기효능감은 주변의 긍정적 기대로 향상될

좋아하는 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중거리달리기
선수 렌나르 트 스 트란드(1921~20 0 4)의
이야기가 대표 사례입니다. 렌나르트는 어릴 적

이 분야에서 나의 강점
ex)•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다양한 SNS 채널을 구독하며 트렌드를 빨리
파악한다.
•얼굴형의 단점을 빨리 파악하고 이를 메이크업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

ex)•SNS 콘텐츠 제작
•메이크업, 뷰티

숲에서 달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숲에서 1,500m를 뛰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4분 50초라고
칭찬했습니다. 렌나르트는 자신이 달리기에
재주가 있다고 진지하게 믿게 됐고 연습을 거듭한
끝에 유럽 최고의 중거리 육상선수가 됐습니다.
훗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날의 실제 기록은 5분
50초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달리기에 대한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

ex)•일기를 꾸준히 쓴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SNS 콘텐츠의 문장을 변형해 본다.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거나 요새 유행하는 트렌드를 파악해 대화
소재를 찾아본다.

ex)•글쓰기 및 구성력이 부족한 편이다.
•낯을 가려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대화를 통해 자녀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발견하기

자녀의 장점을 함께 찾아
자신감 높여 주기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자녀와 더 많이, 더 오래 진로에 대해 이야기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로 탐색 및 결정 과정에서

나눌수록 자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더 큰

좋아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실력을 더 키울 수

‘좋아하는 것 vs 잘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신감이 향상되면 자녀는

있을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녀와 대화를 나누다

됩니다. 어떤 학생은 짧은 글 안에 유머가 담긴

부족한 점보다 잘하는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보면 제2의 렌나르트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SNS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데 창의력이 부족할

자녀가 흥미 있는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점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미용이나 뷰티

강점인지 대화하면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야에 흥미를 보이지만 손재주가 뛰어나지 않을

해낼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흥미와 적성이 반드시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파악하고 자신감을 얻으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기효능감’도 향상됩니다. 자기효능감이란

그렇다면 자녀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가운데

과제를 수행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무엇을 진로로 선택해야 할까요? 청소년들은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발전가능성이 높기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되

흥미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B라는 능력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반대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분야의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적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자기효능감이 낮은

많은 청소년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성장합니다. 커리어넷 진로탐험대에서 다른 청소년들이 진로나 진학과 관련해 궁금해 하는 내용과 상담 사례를

것입니다. 이때 자녀의 고민에 대해 현실적으로

학생은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다양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흥미와 적성에 관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며 도움을 얻어 보세요.

접근하기보다는 상심한 자녀의 마음을 다독여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 진로탐험대 > 진로탐험대 출발! > 시작하기 > 나는 누구일까? >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의 발전 가능성과 성장

적성을 발굴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기꺼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반대예요!’ 클릭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다

도전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보면 무궁무진한 미래를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잃지 않도록 기록을 더 좋게 말한 것입니다.
렌나르트의 사례처럼 자녀의 흥미 분야에 대해

좋아하는 일 = 잘하는 일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녀의 장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의 장점이 더욱 돋보이고 역량도 향상될 것입니다.
콕콕! 진로 정보

상담 내용 바로가기 ▶

중학교

관심 직업, 정말로 적합할까?

2019-23호

진로와 직업이 보이는
나의 관심 분야 파고들기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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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

중학생들은 진로 탐색·선택 과정에서 흥미를 파악하고 적성을 발굴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스스로

진로 재점검은
직업 선택의 지름길

파악한 흥미와 적성을 어떻게 진로 또는 직업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흥미와 적성을 더 넓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진로 탐색의 방향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흥미·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한
다음 자녀가 관심 직업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관 찾기

잘 파악하고 있고, 정말로 그 직업에 잘 맞는지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 가운데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적성이 같거나 비슷하면 진로 탐색과 직업 선택이 좀 더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고,

흥미와 적성 모두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흥미 있는 분야로 진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탐색하며 해당 분야의 역량을 키우거나, 적성에 맞는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흥미 있는 것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가 놓친 부분을 발견할

취미로 삼아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도 있고, 관심 분야를 적절하게 선택했는지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관입니다. ‘직업가치관’이란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생활을 통해 충족하고 싶은 욕구 또는 직업 생활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

국내 건축가 곽○○ 씨도 공학 분야 지식만 쌓은

따라 행복이나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도 있고, 사회적 인정이나 보수, 또는 인류에의 기여 등을

게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도시, 지리, 철학, 문학,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미래 직업인으로서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함께 이야기

예술 전반을 공부하며 문화적 소양을 쌓았다고

나누며 직업가치관을 파악해 봅시다. 또한 미래 직업인으로 성장했을 때 무엇을 하면 더욱

합니다. 즉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소양을
동시에 쌓는 것이지요. 자녀가 훌륭한 직업인으로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을지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직업가치관은 자녀가 삶의 방향을

성장하기 위해 어떤 소양을 길러야 하는지 대화를

그려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누어 보며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군의 공통점 발견하기

업무수행
능력

•기술설계
•공간지각력
•기술 분석
•설치

건축가가
되려면?

지식

•디자인
•공학과 기술
•물리
•안전과 보안
•지리

•고지대 작업
•위험 상태 노출
•보호장비 착용
•정밀성, 정확성

환경

흥미 있는 분야와 적성에 맞는 분야의 직업군을 각각 살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각각의 직업군을 나열한 다음, 두 가지 직업군의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만약 자녀가 여행에
관심이 많고 다른 나라 언어를 곧잘 습득한다면 해외를 오가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창의력
•합리적인 사고
•대인관계 기술
•신체적 강인함

예를 들어 외교관이나 항공기승무원, 관광가이드 등의 직업을 탐색해 보는 것이죠. 또한 미술에
흥미가 있고 공간지각력과 관찰력이 뛰어나다면 건축가나 캐드원, 인테리어디자이너 등의
직업을 고려해 보아도 좋습니다.

•보수
•능력 발휘
•안정성
•자기계발

국내 건축가 곽○○ 씨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예술가로 살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완강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성격

미술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건축도 하나의 예술임을

•예술형
•탐구형

가치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는 자신의 미술 감각을 건물 스케치와 디자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 씨의 진로 사례처럼 자녀의 장점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함께 상상해 본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흥미

*출처 : 커리어넷(www.career.go.kr) >직업·학과정보 > 직업정보 > '건축공학기술자' 검색

콕콕! 진로 정보
콕콕! 진로 정보

한눈에 보는 흥미·적성 분야 직업군
우리나라에는 17개 분야 200여 개의 대표직업이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흥미·적성 분야에 맞는 직업군을 살펴보고 각
직업에 필요한 세부 흥미 및 적성부터 근무 내용과 환경, 일자리 전망까지 알아보세요.
※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 > 직업정보 > 한국직업전망
직업군 및 직업 전망 바로가기 ▶

보다 전문적인 점검, ‘아로플러스’
커리어넷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아로플러스’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진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흥미, 적성, 가치관, 정보 파악
정도 등 종합적인 면에서 자녀가 관심 직업에 적합한지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
※ 커리어넷 홈페이지(www.career.go.kr) > 진로심리검사 > 진로탐색 프로그램 > 중·고등학생용 > 아로플러스 > 검사 정보
입력 > 아로플러스 시작
아로플러스 바로가기 ▶

중학교

2019-24호(특집)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인으로
성장하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합니다. 한 사람의 재능 기부는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이의 작은 행동에 행복감을 얻기도 합니다.
미래에 자녀가 자신의 장점을 살려 직업인이 되었을 때 타인과 사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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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꾼다면?

질문 릴레이를 이어 보세요!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면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직업인이 되려면 진로 분야의 역량을 키우려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정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역량을
고려할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기록해 봅시다. 질문 릴레이에 답하다 보면 더불어 사는 꿈이 또렷해집니다.

나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릴레이를 이어 봅시다.

직업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거나 하루 15시간 이상 메스를 들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뜬눈으로 거리를 정돈하고 사회의
구석진 곳을 찾아 따듯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면 묵묵히 남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인을 만날

문 1. 사회에 기여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내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기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시) 주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야생동물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떠돌이 개가
보이면 즉시 유기견 보호센터에 신고할 거예요. 또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글을 꾸준히 읽을 거예요.
답 1.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 조용히 기여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자녀의 흥미와 적성, 역량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베풀고 나누는 행동의 가치에 대해 자녀와 함께

문 2. 나의 흥미와 적성, 역량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나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대화 나누면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방법도

(예시) 동물을 돌보고 교감하는 걸 좋아해요. 동물 공부를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과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해 익히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유기견보호센터를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꿔 주거나 반려동물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 2.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직업적 재능과 역량 개발을 통한 사회적 기여
생태복원기술자 황○○ 씨는 바닷가와 산지가 있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생물과 인간의 영향, 환경 등에 관심이
많아 환경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석·박사에 진학해 수질, 미생물,
대기뿐만 아니라 호수나 하천의 생태학과 생물, 자연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흥미·적성 분야의 역량을 키운 다음에는 현재 직업인으로서 생태복원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을 하고

문 3. 내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 혹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려면 추가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예시)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며 유기견을 임시보호하는 활동을 하거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개설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행복하게 해 주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게재하고 싶어요.
답 3.

있는 것이지요.
황○○ 씨의 사례처럼 자녀도 재능과 역량을 펼치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우리 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미래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펼쳐 나갈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나의 역량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 출처 : 커리어넷 진로동영상

콕콕! 진로 정보

학부모를 위한 진로 팟캐스트 진로레시피

진로레시피 이용방법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팟빵(www.podbbang.com/ch/7445),

진로 TALK 방송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를 들어 보세요. 자녀 진로

팟캐스트 또는 유튜브(YouTube)에서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지도를 위한 다채로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

* 매주 화·목, 주 2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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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세계화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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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장을
세계의 식탁에
올리는 사람들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전통 계승은 나의 몫!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장류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음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직업군에 대해 알아본다면 자녀는 전통을
계승하는 직업인이 되리라 꿈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음식을 제조하고 요리하는 것에 관심 가지다 보면 전통의 멋과 미, 매력에 빠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통공예나 한복, 한지를 계승하는 다양한 직업인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자녀의 시야를 확장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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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장을 제조하고 전수하는 직업인
음식은 기본양념을 어떤 비율로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맛과 풍미가 달라집니다. 즉 기본양념이
잘 되어야 음식도 맛깔스럽습니다. 한식의 기본양념으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이 있지요.
K-POP과 함께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K-FOOD도 대세로 떠오른 요즘,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전통장을 제조하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전통장과

전통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지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예컨대 ‘한지공예가’는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감각과 지식이 뒷받침되고 창의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꼼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전통을 잇는 직업군 중에서 자녀의 흥미와 가치관, 역량에 맞는
것이 있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직업·학과정보 > ‘한지공예가’ 검색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정보 > 직업정보 찾기 > ‘한지공예가’ 검색
한지공예가 바로가기 ▶

관련된 직업은 지역의 장인이나 명인, 전통장 기능인뿐만 아니라
된장제조원, 고추장제조원, 전통장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전통장류
체험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통장을 전수하기 위해 전통적인 생산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저고리, 치마, 두루마기,
마고자, 버선 등의 한복을 제조한다.

한복제조원

방식과 발효법을 활용합니다. 또한 전통장을 지속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또한 ‘전통장 문화학교’ 등 전통장을 직접
담그고 요리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전통을 미래 세대와 세계에 알리다

천연염료를 사용해
전통색인 오방색을
직물에 염색한다.

전통
천연염색원

대를 이어 전통 장을 만드는 송○○ 대표는 청소년과 일반 가 정을
대상으로 전통장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만든 된장을 평생 맛보고 싶다는 마음에 직접 전통장을

전통을
계승하는 직업인,
누가 있을까?

한지공예가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만든 한지를 이용하여
각종 공예품을
제작한다.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통장 맛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제조법을 매뉴얼화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한 국전통 식품명인 기○○ 명인은 전통 장 체험단 을 모집하거나 전통 장 교육과 정을
운영합니다. 대학교 등의 기관에서 장 담그기 특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 명인의

가야금, 해금 등의
국악기를 연주하거나
판소리, 민요 등을 부른다.

국악인

전통식품
제조원

우리나라의 고유음식인
떡, 한과, 간장, 된장, 김치 등을
만든다.

씨간장으로 만든 요리가 청와대 만찬 메뉴에 오르며 세계에 우리 전통장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와 기○○처럼 우리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직업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는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기르고 전통장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입니다.

정교한 동작
창의력
시력
움직임 통제
가르치기

업무수행능력

간장, 된장과 같이 전통장을 다루는 일도 직업이 될 수 있나요? 관련 정보도 찾고 싶어요.

※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정보 > 한국직업사전 > ‘전통장연구원’ 검색

가치관

개인지향
자율
심신의 안녕
인정
고용안정

한지공예가가
되려면?

콕콕! 진로 정보

워크넷 한국직업사전에서 ‘전통장연구원’을 검색하면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콩과 곡류를 이용해 각종 전통장류를 연구·개발하는 전통장연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지식

디자인
예술
상품 제조 및 공정
교육 및 훈련
역사

꼼꼼함
독립성
혁신
적응성/융통성
리더십

성격

전통장연구원 바로가기 ▶
* 출처 :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직업·학과정보 > ‘전통’, ‘한복’, ‘한지’ 검색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정보 > 한국직업사전 > ‘전통’, ‘한복’, ‘한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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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이냐 자유냐”
직업가치관이 문제로다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직업가치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직업인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인지 등 여러 요소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직업

진로를 잡아라!

생활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 즉 ‘직업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직업가치관이란 직업을 선택할 때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직업가치관에 대해 이해했다면 그다음에는 자녀가 직업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중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개인의 믿음과 신념을 말합니다. 직업 선택에 중요한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왜 해당 직업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지 함께 대화 나누며 활동지를 채워 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희망

나누어 보고,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가치관과 연관되는지 탐색해 봅시다. 대화를 나누면

직업이 1순위, 2순위 직업가치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선택한 직업은 안정적일까?” “나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은 진로 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 역량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미래 전망이 좋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나눌수록 자녀의 직업가치관과 희망 직업의 특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름길을 찾다!
희망 직업과 직업가치관 연결하기
능력 발휘

능력 발휘, 창의성, 자기계발, 사회봉사,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자율성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하는 방식과 근무 시간이 자유롭다

희망 직업

창의성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자기계발
일할수록 나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

사회봉사
다른 사람과 사회, 국가에 도움을 준다

콕콕! 진로 정보

1순위 :

2순위 :

3순위 :

(예시) 디자이너

보기

보수

(예시) ‘보수’ 선택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보수가 뒷받침된다면 성취감과 마음의 여유도 얻을 수 있다.
1순위 직업가치관

2순위 직업가치관

선택 이유

선택 이유

노력과 성과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다

(예시) 경찰

안정성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예시) 애완동물행동카운셀러

사회적 인정
나의 성취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직업가치관은 8개가 전부인가요? 대화를 하다가 자녀가 중요시하는 직업가치관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커리어넷 직업가치관 검사 는 우리나 라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 성을 분 석하 여 8 개의
가치관(능력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계발, 창의성)을 추출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개의 가치관 이외에도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직업가치관과 희망 직업의 연결 고리, 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예시) ‘보수’ 선택 / 희망 직업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는 경력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대형병원이나 중형병원에 취업해 오래 일하면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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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프로파일러의 세계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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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가 되는 길
프로파일러가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문적인 자격과 실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데다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전문화하여 양성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직업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진 않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전문적인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과학수사 전문가와 함께 찾아낸 각종 증거들을 통해 습관, 나이, 성격, 직업, 범행 수법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범죄자의 특징을 분석해내어 범죄자를 찾거나 예측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파일러의 세계에

경찰관으로 시작하여 과학수사요원을 거쳐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다음 6개월간의 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일선 경찰서로 배치되는데, 이때 ‘수사경과제’를 신청하면
강력범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과학수사팀, 수사지원팀, 유치관리팀 중 과학수사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학수사요원으로 경력을 쌓은 후 ‘심리 분석’을 하는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경찰공무원(범죄분석요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합격하면 6개월 교육 이후 과학수사계에
배치되어 범죄분석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범죄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마주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는 프로파일러들의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프로파일러에게 필요한 자질과 더불어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한지 들어봅시다.
“프로파일러에게 가 장 중요한 요소는 정의감입니다.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려면
그것을 풀어가려는 끈기가 무엇보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건이 미궁 속에 빠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리 끈기를 강조해도 누구나 포기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갈래에 섰을 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은
정의감이라고 생각해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찾아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 그래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정의로운 마음이 프로파일러에게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프로파일러의 현재와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프로파일러는 대부분 미국 드라마나

프로파일러는 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일반

경기 침체와 양극화 등 사회 불안이 심해질수록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직업입니다. 미국은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상범죄나 연쇄살인

강 력 범죄와 증거를 찾기 힘든 지능범죄가

이미 1972년 연방수사국(FBI)에 프로파일링

같은 강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급파됩니다.

늘어나므로 프로파일러의 범죄심리 분석 업무의

기법이 공식적으로 활용되었고, 1983년에는

수사 요청을 받은 프로파일러는 사건 현장에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범죄자의 심리나 행동, 범죄 현상에 관심이 많은 심리학·사회학 전공자라면 프로파일러에 도전해 볼 수

국립흉악범죄분석센터(NCAVC)가 설립되어 전국

출동해 범죄자가 어떻게 범행을 준비했고 어떻게

연쇄 강력범죄나 지방청 2곳 이상이 연계된 사건,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파일러 외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담 등 심리학과 전공자들이 경찰 내에서

경찰로부터 범죄 자료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범죄를 저질렀는지,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등 ‘긴급사건’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발생 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 등 범죄를

구 축 하기 시작 했습 니다. 영국의 경우 에 는

등 일련의 범죄 과정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고

터지면 무조건 프로파일러를 현장에 출동시켜

사회 현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회학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FSS(Forensic Science Service)라는 기관을

이를 통해 범행 동기와 용의자의 특 징 등 을

수 사 에 참 여하게 하도 록 방 침을 정하기도

설립하여 범죄 정보만을 별도로 수집·분석하기도

분 석하고 그 특 징을 토대로 은 신처나 도주

했 습 니 다. 강 력 범 죄 가 급 증 하고 , 증 거 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로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또 피의자가 검거된

남기지 않는 지능범이 많아지면서 채용 규모는

범죄행동 분 석팀을 설치하 면서부 터 범죄

후에는 심리적 약점을 공략해 자백을 받아내고

서서히 늘 것으 로 예상됩니다. 프 로 파일러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죄를 밝 히는 심문 에도 참 여하며, 심문

외에 도 비슷 한 직업군 인 범죄 심리학자,

“프로파일러에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과 다양한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적으로

2000년 국내 프로파일러 1호를 시작으로 현재 30여

과정에서 한 말과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는 일도

범죄심리연구원, 피해자 전문 상담사, 심리학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마음과 범인의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는

명의 프로파일러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교수 등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때 정서적 동요를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중요합니다.”
- 중앙경찰학교 형사학과 프로파일러 고OO 님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팀 분석관 정OO 님

싶습니다.”
* 출처 : 워크넷 이색직업정보

-서울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 최OO 님

중학교

친근한 로봇,

2019-28호

인문학과 기술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직업인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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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계열 학생도 로봇을 만들 수 있나요?
4차 산업혁명 이후 사람과 소통하는 로봇, AI(인공지능)가 우리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입력된 값에 따라 움직이고 반복
작업을 하던 로봇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소통하는 로봇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자나 전기, 공학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인문학 등에 대해서도 잘

직업인들이 손 맞잡아 완성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백을 잇는 로봇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은 사람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교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미처 채워 주지 못하는 감정을 충족시켜 주기도 합니다. 로봇에게 위로를 받다 보면 로봇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로봇을 ‘소셜 로봇(Social Robot)’이라고 부릅니다. 소셜 로봇은 대체로 몸체가 둥글고
귀여우며, 얼굴에 다양한 표정이 나타납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2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아픈 환자들의 맞춤형 재활을 돕기도 합니다. 이런 로봇은 로봇공학자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심리학자, 외국어 전공자, 재활의학 전공자
등이 모여 함께 제작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학·과학을 잘하는 이과계열 학생만 로봇개발자가 될 수 있는

자녀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거나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소셜 로봇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소셜 로봇이 탄생하기까지 어떤

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에 대해 공부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문과계열 학생도

직업인의 손을 거쳐 갔을지 빈 칸을 채워 보세요. 과거의 로봇과 현재의 로봇을 비교해 보고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도 상상해 봅시다.

로봇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심리학자와 철학자가 AI를 개발한다고요?

예시) 로봇공학자, 요양전문가, 뇌과학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권○○ 교수는 사람처럼 소통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사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교수 외에 경영학이나 철학, 법학, 윤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교수와 힘을 더해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문과계열의 철학자와
법학자, 윤리학자, 심리학자도 로봇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의 몸체를 만드는 디자이너도 로봇개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돌봄 로봇’

‘펫시터로봇’

로봇으로 인해 생기는 일, 앞으로 일어날 사회의 변화를 다 같이 고민합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소셜 로봇,
어떤 직업인의
협동으로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사람에게 친근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전공자들도 참여하는 로봇 개발
로봇개발자인 임○○ 씨는 로봇개발자에게 ‘포용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봇 개발에 공학 전공자가 아닌 다른 분야 전공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극장 무대와

로봇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 도움이 되기

놀이공원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 로봇’

때문입니다.
자녀와 함께 요즘 개발되는 로봇을 살펴보고, 어떤 직업인이 로봇 개발에 참여했을지 상상해

애완동물의
분리불안장애를
해소해 주는

치매 환자의
말벗이 되어 주는

달콤 씁쓸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로봇’

봅시다. 그리고 로봇 키트나 주변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녀와 함께 로봇을 만들어
봅시다.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로봇을 만들면서 자녀는 진로 선택의 시각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콕콕! 진로 정보

콕콕! 진로 정보

로봇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담은 저서

사람과 로봇의 관계, 더 알고 싶어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에서 사람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강좌를 들으며 로봇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 생활에서 로봇의 존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로봇 개발에 필요한 인문과학을
이해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 전국학부모지원센터(www.parents.go.kr) > 학부모교육 정보 사이트 > 중학교 > 평생교육
늘배움(www.lifelongedu.go.kr) 바로가기 > ‘로봇’ 검색 > 강좌 선택
늘배움 홈페이지 바로 가기 ▶

『로봇 백과』(로라 불러, 클라이브 기포드, 앤드리아
밀스 집필, 비룡소)
제목에 걸맞게 최초의 로봇부터 미래에 개발될
로봇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소셜 로봇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자녀와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 보세요.

『미래가 온다, 로봇』
(김성화, 권수진 집필, 와이즈만BOOKS)
공상과학을 통해 100년 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로봇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살펴보면서 로봇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게는 정말로 감정이
있는 것일까요?

2019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다국어판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Phát triển lĩnh vực·điểm mạnh của
riêng bản thân là một bước đầu
của sự chuẩn bị cho tương lai

Bản tin hướng nghiệp
dành cho phụ huynh hỗ
trợ ước mơ của con cái

Trung tâm hỗ trợ Phụ Huynh toàn quốc
www.parents.go.kr

Công việc vẫn được tồn tại trong thời đại trí tuệ nhân tạo?

Số 13-2019

Thời đại trí tuệ nhân tạo, ai
sẽ là người lãnh đạo?
Một thời đại mới kêu gọi một sự hướng nghiệp mới mẽ

Sau sự hoạt động tích cực của AlphaGo đến sự ra đời của ' Thời đại trí tuệ nhân tạo' cho thấy
nó đang trở thành một điều cơ bản thông thường cho tất cả. Kể từ khi máy tính đầu tiên được
ra đời năm 1941 thì chưa đầy một trăm năm đã có nhiều sự thay đổi xảy ra. Trong khi có những
lo ngại về các công việc có thể được thay thế bằng trí tuệ nhân tạo trong những sự thay đổi
thay đổi nhanh chóng như hiện tại, mặt khác cũng có sự kỳ vọng cao cho các công việc mới sẽ
xuất hiện.
Giống như do sự xuất hiện của ô tô đã tạo nên công việc tài xế lái xe ô tô thay cho người đánh
xe ngựa, theo sự phát triển của trí tuệ nhân tạo mà nó sẽ trở thành gốc rễ hoặc mở ra một
con đường mới cho toàn bộ xã hội về sự thay đổi của công nghiệp và kỹ thuật. Đây là lý do tại
sao chúng ta phải cần suy nghĩ về những thay đổi xã hội và tầm nhìn trong tương lai để nuôi
dưỡng ước mơ và khám phá năng khiếu để lập kế hoạch hướng nghiệp cho con của mình.

47%

33%

Người làm
việc tại
ngành nghề
sẽ bị biến
mất sau 10
năm sau

Người làm
việc tại ngành
nghề sẽ vẫn
tồn tại sau 10
năm sau

Bước đầu tiên để chuẩn bị hướng nghiệp trong thời đại trí tuệ nhân tạo

Sau khi 'Alphago Blue' đã qua, gần đây đã có báo cáo rằng thông qua việc sử dụng trí tuệ nhân tạo
đã làm 'Cờ vây không còn cá tính nhưng được nâng cấp cân bằng hóa không có điểm yếu'. Theo đó,
trong thời đại của trí tuệ nhân tạo thì bằng cấp hay năng lực học tập sẽ được nâng cấp cân bằng
hóa vì thế điểm mạnh hay đặc điểm của cá nhân sẽ trở thành điều quan trọng hơn trong tương lai.
Để vượt qua được tương lai như thế thì cần phải giúp con bạn nâng cao cá tính của bản thân để có
thể khai thác tương lai một cách tự lập, vì thế việc cần tìm ra được lĩnh vực và điểm mạnh của riêng
bản thân là điều sẽ có thể vượt cao hơn trí tuệ thông minh. Hãy cùng nói chuyện với con bạn về sự
nghiệp sẽ đi đầu trong tương lai, và cùng chia sẽ nhiều hơn các câu chuyện theo hứng thú của con.
Bằng cách hỏi và trả lời lẫn nhau, con cái sẽ có thể tự mình tìm ra năng khiếu và sở thích của mình
và đó sẽ là một bước thực hiện đầu tiên để nuôi dưỡng năng lực trong tương lai.

Thế giới nghề nghiệp tương lai được chuyên môn hóa, chi tiết hóa

Nếu như thế thì trong tương lai sắp tới, thì các con cái của chúng ta có thể ước mơ những
nghề nghiệp nào? Theo sự dự đón của các nhà chuyên môn thì xu hướng thay đổi nghề nghiệp
trong tương lai sẽ được chia làm 4 xu hướng lớn. Đầu tiên, là giá trị gia tăng cao(High value
added) của công việc hiện có. Khi trí tuệ nhân tạo thay thế vị trí của con người thì sẽ cho con
người đảm nhận các vai trò mới. Ví dụ, các chuyên gia tài chính có thể giao các công việc hồ
sơ đơn giản cho trí tuệ nhân tạo và bản thân để có thể tập trung vào các nhiệm vụ cần sự quyết
định phức tạp hoặc phán quyết có giá trị hơn. Thứ hai là chi tiết hóa và chuyên môn hóa nghề
nghiệp. Các chuyên gia sử dụng kết quả phân tích của trí tuệ nhân tạo đúng nơi đúng việc sẽ
được nhận sự đánh giá nổi bật, theo đó sẽ xuất hiện các lĩnh vực công việc được chi tiết hóa
hơn nữa. Các ngành nghề mới như nhà Planner người cao tuổi, nhà thiết kế giải trí ảo sẽ được
ra đời trong thời đại lão hóa dân số. Thứ ba, sự xuất hiện công việc loại hình tổng hợp liên kết
các công việc hoặc kiến thức, kỹ thuật của các loại hình công việc khác nhau. Đó là việc tạo
ra các công việc như việc nông dân đầu bếp, nhà kế hoạch triễn lãm hologram. Thứ tư, đó là
công việc mới dựa trên trí tuệ nhân tạo. Giống như công việc người điều khiển ra đời khi công
nghệ Drone(máy bay không người lái) được thông dụng hóa, thì các lĩnh vực công việc như kỹ
sư thiết kế hệ thống giao thông thông minh được sử dụng bằng trí tuệ nhân tạo hoặc học giả
nguyên lý kỹ thuật công nghệ cao, v.v..cũng sẽ được xuất hiện trong tương lai.

Theo báo cáo WEF của Vương quốc Anh (2018), hiện nay có 47% người lao động hiện đang làm việc
trong các ngành nghề sẽ biến mất trong vòng 10 năm trở lại. Sau 10 năm, số người lao động trong
các ngành nghề vẫn còn tồn tại là khoảng chừng 33%. Tuy nhiên, chỉ tin vào những dự đoán như
thế mà nóng lòng để các trẻ đưa ra quyết định một cách nhanh chóng hơn về tương lai là không
được. Do là nghề nghiệp đặc biệt đó có thể là một công việc đầy hứa hẹn và tốt nhất ngay bây giờ
nhưng không biết liệu đến lúc con bạn trưởng thành để phải lựa chọn nghề nghiệp thì việc làm đó
có còn hay không chúng ta không biết được. Vì thế đó là lý do tại sao thay vì dựa vào đó để phán
quyết cho tương lai của con bạn thì chúng ta có thể giúp trẻ khám phá nhiều nghề nghiệp hơn và
phát triển sở thích hơn, đó là điều cần làm ngay hiện tại.

Ba mẹ
Có nghe qua

Kiểm tra! các công việc
thu hút trong tương lai
Hãy cùng với con cái chia
sẻ các câu chuyện về
công việc dưới đây. Cùng
tìm hiểu về các công việc
được xếp vào lĩnh vực có
triển vọng trong tương lai
để có thể tìm thấy được sự
hứng thú trong quá trình
chia sẻ trò chuyện đó.

Có thể giải thích đó là
nghề nghiệp gì

Tên nghề nghiệp

Con cái
Có nghe qua

Người khai thác dữ liệu
Chuyên gia thực tế ảo
Nhân viên tư vấn Robot
Hướng dẫn viên du lịch vũ trụ
Chuyên gia liên kết việc làm
Chuyên gia nông nghiệp sức gió
Chuyên gia biến đổi khí hậu
Chuyên gia phân tích mô hình sử
dụng năng lượng
Bác sĩ công nghệ Nano
Nhà kỹ thuật kê đơn thuốc từ xa

hướng nghiệp dành cho phụ huynh
Trong thời đại mới, thì cần phải làm gì để tìm hiểu và giáo dục định hướng nghề
nghiệp cho các con cái?

8

Tháng

Đại đa số các nhà chuyên gia giáo dục và các học giả tương lai dự kiến rằng trong
thời đại máy móc thay thế cho con người thì các lĩnh vực cần sự đánh giá giá trị và
cảm xúc của con người sẽ là các lĩnh vực nhận được sự nổi trội. Hãy thoát khỏi khái
niệm 'thu nhập bằng cấp' và thông qua kinh nghiệm và sự trải nghiệm đa dạng để giúp con
bạn có được sự am hiểu một cách tổng hợp và có thể đánh giá một cách hợp lý trong các
tình huống. Đã đến lúc để con bạn có sự quản lý tự lập và có đủ các điều cơ bản về mặt con
người biết quan tâm đến người khác, thông qua sự cạnh trạnh lành mạnh để giúp con bạn
phát triển thành một nhân tài. Ngoài ra, việc nắm bắt được thế mạnh của con để trở thành
một người trợ giúp một cách tích cực để giúp con tự tìm ra điểm mạnh của mình và nâng
cao nó cũng là là một điều quan trọng.

Ứng dụng 100% sự kiểm tra tâm lý hướng nghiệp CareerNet
Giới thiệu CareerNet được điều hành bởi Viện phát triển năng lực nghề

nghiệp Hàn Quốc, cung cấp các dịch vụ kiểm tra tâm lý nghề nghiệp như
kiểm tra năng lực công việc và kiểm tra giá trị quan về công việc, v.v... Kết
quả kiểm tra được tích lũy liên tục để bạn có thể kiểm tra sự thay đổi của
vòng đời của bản thân.
Cách thức sử dung Nếu bạn tham gia làm hội viên tổng hợp
của trang mạng lưới thông tin Giáo dục nghề nghiệp thì bạn có
thể sử dụng dịch vụ giáo dục hướng nghiệp hữu ích dành cho
con cái như con đường ước mơ cùng với CareerNet, v.v...

Đến ngay trang web của bài kiểm tra tâm lý nghề nghiệp của Careernet ▶

Nội dung hỗ trợ giáo
dục hướng nghiệp
dành cho phụ huynh
Hãy gặp gỡ bằng tiếng Trung
Quốc và tiếng Việt Nam!
Bảng tin đa ngôn ngữ <Lá thư ước
mơ> năm 2019 sẽ được phát hành
tổng cộng là 3 lần.

Có thể giải thích đó là
nghề nghiệp gì

中学

开创自身领域·强项
就是准备未来的第一步

支援子女梦想的
家长前途规划简讯

人工智能时代可存活的工作岗位？
全国家长支援中心 www.parents.go.kr

2019-13号

人工智能时代，将由谁来引领？

47%

十年后
将消失的
职业

33%

十年后
还能留存的
职业

全新时代迎来又一前途规划

阿尔法狗出现后“人工智能时代”的到来似乎已经成为所有人的常识。这是自

据英国WEF报告(2018)，现劳动者中47%在10年内消失的岗位工作，在10年后可留存

岗位工作的人仅为33%左右。不过，即使如此也不应单靠这种预测急着让孩子尽快决
定未来。

现在某特定职业前景特别好并不代表等子女长大后选择职业时停留在相同状态。相比

靠现未来展望预测裁断子女的今天，还不如让子女自己多探索各种职业，引领子女对更
多职业产生兴趣。

准备人工智能时代前途规划的第一步

1941年首台电脑诞生不到一百年时间里所发生的变化。变化来势迅猛，以至有

“阿尔法狗波动”过后近期通过人工智能的围棋学习和练习逐渐增加，有份报告说：“个

人担心人工智能替代人类夺走工作岗位，但一方面又对全新出现的职业寄托更

性虽消失，但无弱项的上调平均化围棋更为普遍。”由此，人工智能时代因资历或学习

高希望。

能力普遍上调平均化，个人的优点或特性将变得更为重要。为了帮助子女超越这种展

如同汽车出现后汽车驾驶员替代了马夫的工作，一旦人工智能带来的产业技术

望，突出自身个性并自主开拓未来，需要找出可超出人工智能的自身独到领域和强项。

变化扎根于整个社会，相信又将开启全新道路。这就是在规划前途之梦想，发

请经常与子女对引领未来的未来职业交谈并根据子女兴趣爱好多进行沟通。互相问答

现自己能力倾向并设计前途规划时要同时考虑社会变化和前景的理由所在。

过程中您的子女会找出自身能力倾向和爱好，为迎接未来培养能力迈出有力步伐。

专业化、细分化的未来职业世界

即将迎来的未来世界，我们的子女能梦想何种前途规划？专家们预测的未来职
业变化趋势大致有四个。首先，现职业的高附加值化。人工智能若替代人类，
人类则被赋予全新角色。例如，金融专家可将单纯资料作业交给人工智能，集

中精力从事更为复杂的决策或价值判断相关业务。其次，职业的细分化及专业
化。可将人工智能分析结果用在适当之处的专家将备受瞩目，更为细分化职业

领域也会出现，诞生老龄化时代老年策划师、虚拟康乐设计师等新生职业。第

三，出现将不同职务、知识、技术相融合的职业，如出现烹饪师农夫、全息图展
示企划人等全新职业。第四，基于人工智能的全新职业。如同无人机技术商用

化后出现无人机操纵师，可诞生利用人工智能的智能交通系统设计师或尖端技
术伦理学者等职业领域。

听过

父母

Check! 将要引领未来
的各种职业

对下面职业请与子女交
谈，了解 未 来 具有 前景的
职业，通 过与子女聊天可
发现孩子的兴趣爱好。

可以说明是何
种职业

职业名称
数据挖掘

听过

虚拟现实专家
机器人咨询师
宇宙导游

职业中介专家
风力务农专家

气候变化专家

能源使用模式分析专家
纳米技术医生

8

月

家长前途规划

远程医药处方技术人员
全新时代，为探索子女前途及教育应做些什么？
诸多教育专家和未来学者预测，机器替代人类的社会里需要判断人类价值及感性的领

域将更受重视。需要摆脱“积累资历”思维，请多引领子女通过多种经验和体验综合理

解面临情况并基于逻辑判断。这时应培养子女成为具备可约束自我并懂得关怀他人以及认知
通过健康竞争发展自我的人才。同时，掌握子女的长处，为使子女增强自我力量积极帮助其找
出自身优点也极为重要。

100%利用职业网前途规划心理测试简介
简介

韩国职业能力开发院运营的职业网提供职业能力测试

及职业价值观检查等各种职业心理测试服务。持续累积测试
结果就可确认各生命周期自身变化。
利用方法

加入前途规划教育信息网综合 会

员则可利用工作网和梦之路等对子女有帮助
的前途规划教育服务。

职业网前途规划心理测试快捷键 ▶

家长前途规划
教育支援内容

提供汉语及
越语版！
2019年《Dream Letter》
多国语版共发行3期。

子女

可以说明是何
种职业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cấp2)

Phiên bản tin Đa ngôn ngữ năm 2019

Hãy nuôi dưỡng
ước mơ của con
chúng ta trong một
thế giới rộng
lớn hơn

Phiên bản tin đa
ngôn ngữ
Trung tâm hỗ trợ Phụ Huynh toàn quốc www.parents.go.kr

Con chúng ta
sẽ là nhân vật chính trong tương lai
để dẫn đầu thời đại mang tính đa dạng

Q.
Thế giới nghề nghiệp trong tương lai sẽ được biến đổi như thế nào?
Tính đến cuối năm 2018, số lượng công việc được liệt kê trong từ điển nghề nghiệp Hàn Quốc đã vượt

quá 12.000. Điều thú vị hơn nữa là trong tương lai, thế giới công việc trong tương lai sẽ còn mở rộng
hơn nữa. Khi công nghệ thông tin thông minh phát triển, việc làm và công nghệ mới đang được tạo ra.
Và những thay đổi này sẽ còn tăng tốc hơn nữa trong tương lai Đặc biệt, khi số lượng người nhập cư
nước ngoài và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sống ở Hàn Quốc tăng lên và con cái của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đang phát triển như một thành viên của xã hội, thì trong tương lai của Hàn Quốc sẽ chính thức
bước vào một quốc gia đa văn hóa. Hệ tư tưởng dân tộc và chủng tộc sẽ dần dần biến mất trong lịch
sử để thay vào đó là một giá trị quan trọng về tính bao dung và tính chất cởi mở bằng tư cách của một
công dân thế giới. Trong một thế giới công việc trong tương lai, những đứa trẻ đa văn hóa sẽ trở
thành những người lãnh đạo của một xã hội nơi sự đa dạng được tôn trọng.

Q. Các con cái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sẽ được đảm nhiệm vai trò nào trong xã hội Hàn
Quốc?

Hãy am hiểu thời kỳ dậy thì ‘cuồng
phong sóng dữ’ của con chúng ta

Hãy trở thành một người hỗ trợ
để chạm đến tình cảm của con.

Hãy tìm người đại diện tiêu biểu,
mentho vững chắc cho con bạn

Nói chung, tuổi vị thành niên là thời gian quan tâm
sâu sắc về bản sắc của chính mình. Bởi vì sự thay
đổi nhanh chóng về cảm xúc • nhận thức nên nó
còn được gọi là ‘thời kì của sự cuồng phong sóng
dữ’. Các con em của của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do các lý do khác nhau như ngoại hình với ngôn
ngữ, văn hóa, v.v.. mà không thể nào không lo lắng
nhiều hơn nữa. Do sự khác biệt về ngoại hình và
nền tảng văn hóa với các bạn bè gặp gỡ tại trường
học nên dễ dàng cảm thấy lạc lõng khi không biết
đâu là nơi thuộc về mình. Cũng có những đứa trẻ
đang gặp sự hỗn loạn về quan điểm bản sắc của
bản thân với giá trị quan quốc gia tại ranh giới
giữa người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Dù
đã đã đến thời điểm bắt đầu suy nghĩ về cuộc đời
và hướng nghiệp của bản thân nhưng lại bắt đầu
có cảm giác bực bội khó chịu vì không thể nào
tìm ra được câu trả lời chính xác về các câu hỏi
như ‘mình có thể làm tốt được công việc nào?’
‘mình muốn làm công việc nào để sống nhỉ?’, v.v…

Điều quan trọng nhất là sự khuyến khích và
hỗ trợ của cha mẹ. Hãy là một người ủng
hộ mạnh mẽ để đứa con đang gặp sự hỗn
loạn về bản sắc bản thân và giá trị quan
quốc gia không được nhận thức một cách
tiêu cực về bản thân rằng ‘mình là người
vô dụng’, ‘ không có năng lực’ bằng cách
thông qua các cuộc trò chuyện sâu sắc với
con. Biện pháp tốt nhất đó chính là việc
chia sẽ những câu chuyện về kinh nghiệm
tâm lý • tình cảm mà các bậc phụ huynh đã
gặp phải trong quá trình thích ứng tại Hàn
quốc. Trường trung học cũng là một bước
ngoặt quan trọng trong việc khám phá nghề
nghiệp. Xác định rõ ràng điểm mạnh và tính
cách của con bạn và giúp chúng tự tin vào
sự lựa chọn nghề nghiệp của mình. Những
gì trẻ em cần là một người trợ giúp có thể
chia sẻ những lo lắng của chúng về tương
lai không chắc chắn và nói về con đường sự
nghiệp của chúng. Và đó cũng là vai trò của
bạn.

Bộ Giáo dục thực hiện dự án Menthoring Sinh
viên Đại Học để giúp đỡ học tập, tư vấn hướng
nghiệp và các suy nghĩ cho các con cái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Bạn có thể nhận thông tin
hướng dẫn từ trường của con bạn, trung tâm
hỗ trợ giáo dục đa văn hóa địa phương hoặc
trung tâm trẻ em địa phương tại khu vực. Sẽ
tuyển chọn các sinh viên đại học có thể nói tiếng
Trung Quốc và tiếng Việt để làm mentho -cố vấn,
và cũng để thực hiện chương trình menthoring
ngôn ngữ tiếng mẹ đẻ. Nó sẽ là một cơ hội để
chia sẻ suy nghĩ của bạn và nhận được lời
khuyên. Ngoài ra, thông qua ‘ menthoring video
từ xa’ để có thể gặp gỡ các nhân tài ưu tú đang
di trú tại Hàn quốc, bậc anh chị đã cho thấy điểm
mạnh trong việc sử dụng thành thạo cả hai nền
văn hóa và ngôn ngữ của các con cái gia đình đa
văn hóa. Khi nhìn thấy được quá trình mà những
người tiên phong trong việc khám phá lĩnh vực
mới đã trải qua sẽ giứp cho con bạn am hiểu
được vai trò của mình trong cuộc sống.

Hữu ích! Thông tin hướng nghiệp

Viện Xúc Tiến Giáo Giục Trọn Đời Quốc Gia phát hành sách < Gửi con chúng ta đến trường(Tiếng Việt Nam)>

Viện Xúc Tiến Giáo Dục Trọn Đời Quốc Gia đã phân phát tài liệu hướng dẫn cho phụ huynh của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như ‘ Gửi con chúng ta đến trường’ bằng tiếng Trung và tiếng Việt vào mỗi năm để các cha
mẹ có thể tham khảo trong việc chỉ đạo hướng nghiệp• nhập học cho con mình. Ngoài ra Viện xúc
tiến Giáo dục trọn đời Quốc gia cũng sản xuất và cung cấp thông tin nghề nghiệp cho cha mẹ của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bằng hình ảnh video. Vì thế có thể nhận được các thông tin về sự am hiểu
tuổi dậy thì của con, nhận thông tin về việc nhập học trường cấp 3
* Cổng điện tử thông tin giáo dục đa văn hóa (https://nime.or.kr)> Không gian phụ huynh> Thông tin
tuyển sinh của trường> Gửi trường học cho con tôi
Chuyển đến ngay Gửi con chúng ta đến trường(tiếng Việt Nam) ▶

Trong tất cả các xã hội hay các thành viên đa dạng nào cũng có sự hòa hợp lẫn nhau để hình
thành. Đặc điểm về mặt văn hóa đặc trưng của mỗi tập thể xã hội như về giới tính, tôn giáo, tầng
cấp, chủng tộc, v.v... điều tồn tại một cách đa dạng. Khi các nền văn hóa đa dạng cùng tồn tại, sự
đa dạng văn hóa trở thành động lực cho việc mở rộng và phát triển tiềm năng hơn nữa của cộng
đồng xã hội. Con cái chúng ta là thành viên quan trọng của sự đa dạng về chủng tộc, dân tộc và
văn hóa của quốc gia. Để chuẩn bị cho xã hội đa văn hóa trong tương lai, có một sự đồng thuận
lành mạnh một cách củng cố các năng lực đa văn hóa trong toàn xã hội là điều cần thiết.
Nếu làm nâng cao từ điểm mạnh mang tính chất đối kháng của trẻ em đa văn hóa•thanh thiếu
niên gia đình đa văn hóa trước khi chúng tiếp nhận sự hỗn loạn về đặc tính cá nhân thì nó không
những chỉ giúp xây dựng được về ý thức bản sắc cá nhân ở tuổi thiếu niên mà còn góp phần vào
sự phát triển của toàn xã hội. Giúp chúng ta nắm lấy chủ nghĩa đa văn hóa với thái độ tích cực và
chung sống để phát triển quyền công dân thế.

Q.

Để có thể tiếp cận được các hoạt động trải nghiệm nghề nghiệp và hoạt động hướng
nghiệp đa dạng hơn nữa thì có thể nhận sự giúp đở ở đâu?

Các chương trình hướng nghiệp khác nhau cũng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các đơn vị trường học
riêng biệt và cũng như tại các đoàn thể địa phượng và Sở giáo dục tại các Thành phố• Tỉnh.
Ngoài ra, chúng tôi cung cấp các chương trình giáo dục nghề nghiệp cho trẻ em của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tại các trung tâm hỗ trợ giáo dục đa văn hóa địa phương,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trung tâm trẻ em địa phương. Tìm đến trực tiếp các địa điểm nghề nghiệp để thông
qua sự hoạt động đoàn thể từ việc trải nghiệm tại hiện trường cho đến các bài thuyết giảng đặc
biệt, hoạt động cố vấn menthoring để có thể tìm kiếm ra được năng khiếu và hứng thú của bản thân
trong việc mở rộng phạm vi kinh nghiệm. Khuyến khích sự tham gia của con bạn để chúng có nhiều
trải nghiệm bất cứ khi nào có cơ hội.
Ngoài ra còn có nhiều cơ hội để bạn thể hiện những thế mạnh của mình, chẳng hạn như kỹ năng
ngoại ngữ và hiểu biết sâu sắc về văn hóa. Kể từ năm 2013, mỗi văn phòng giáo dục thành phố và tỉnh
đã tổ chức các cuộc thi nói song ngữ và các cuộc thi quốc gia hàng năm cho người chiến thắng trong
khu vực. Các chính sách và hệ thống để phát triển sức mạnh và tính cách của trẻ em thành năng lực
toàn cầu sẽ tiếp tục mở rộng trong sắp tới.

Hữu ích! Thông tin hướng nghiệp

Tìm kiếm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ại khu vực của bạn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cung cấp nhiều dịch vụ, bao gồm giáo dục trẻ em, tư vấn hướng
nghiệp• nhập học, cũng như các dự án phát triển ngôn ngữ của trẻ em và giáo dục phụ huynh, v.v...Thời
gian hoạt động là từ 09:00 đến 18:00 vào các ngày trong tuần, và một số trung tâm vẫn hoạt động các
chương trình vào ngày nghỉ. Bạn cũng có thể nhận thông tin về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hông qua Tổng đài Danuri (1577-1366). Tìm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ại khu vực của bạn
với mã QR.
Chuyển đến ngay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https://www.livein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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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年多国语策划期刊

辽阔的世界
请让孩子
展翅飞翔！

多国语言策划期刊
全国家长支援中心www.parents.go.kr

孩子是引领多样性时代的未来主力军！
Q. 未来职业世界将如何变化？

2018年末为准，韩国职业词典登载的职业数已超出12,000个。更为新奇的事实是未来职业世界将更
加丰富多彩。随着智能信息技术的发展，不断涌现全新职业和技术。同时，变化速度将不断加快。

尤其，由于在韩国国内居住的外国人移民者和结婚移民者不断增加，多元文化家庭子女也成长为社会
一员，未来韩国社会将正式步入多元文化国家。

民族、人种中心的思维方式将逐渐消失在历史长河中，作为世界市民的包容性及开放性将作为重要
价值落地生根。未来职业世界中多元文化子女将成为打造尊重多样性社会的主力军。

Q. 韩国社会中多元文化子女将扮演什么角色？

任何社会都由多样成员相融形成。源于性别、宗教、阶层、人种的各社会集体固有文化特性多

样存在。由于这样多样文化共存，同等对待相互文化并尊重时文化多样性就会成为进一步扩张

•发展社会共同体潜力的原动力。我们的子女是拓宽韩国社会人种、民族文化多样性地平线的

理解子女
“疾风怒涛”思春期

请成为安慰
子女内心的助力者！

子女坚实的榜样，
寻导师

通常青 少 年 期 是 对自我 整 体 性 的苦 恼

最为重要的是家长的坚强鼓励和支持。

教育部正在实施帮助多元文化家庭子女

认 知变化而称为“疾风怒涛时期”。多元

的子女消极认为自己“毫无用处”或“毫无

导师事业项目。具体内容可通过子女上的

不 断 加 深 的 时 期 。由于 经 历 急 剧 情 绪 •

文化 家 庭 子女 因 外 貌 、语言、文化 等 多
样因素当然会更 加苦恼 。与学校同学们

不 同 的 外 貌 及 文 化 背 景 令其 深 感 自己
毫 无归 属的 排 外 感 。另外，还 有一 些 子
女站在“韩国人”和“外国人”的境界线，

对国家观 和自我整体性感到混乱 。虽开

始因自己人生和前途规划而感到苦恼，
但 对 “ 我 有何 特 长？”，“ 我 想 从事何 种

职 业？” 等 提 问 却 也 想不出什 么明 确 答

案，可能因此更感到茫然且无所适从。

为避免使对国家观和整体性均感到迷茫

能力”，请通过充分对话成为坚定后盾。

家长就自己在适应韩国生活时经历过的

心理•情绪体验与孩子沟通也是很好的方
法。初中时期可以说是探索前途时的重

要转折点。请帮助子女明确掌握自己特长

及个性，以便子女选择出路时可以充满自
信。孩子需要的是可分享对不确定未来不

安并可以吐露对前途规划苦恼的助力者，
而这正是家长需要担负的角色。

学习并支援前途规划、苦恼咨询的大学生
学校 及地区多元文化 教育支援中心 、地

区儿童中心等通知。另外，还选会讲韩国
语•越语的大学生为导师，进行母语导师

活动，可有机会对前途规划接受指点。同
时，通过“远程视频前途规划导师”相遇
移居韩国的优秀人才以及对两个文化和
语言十分熟悉且可体现多元文化子女优

势的前辈。查看领先一步开拓全新领域
的人走过的旅程中会发现我们子女的人
生榜样。

贴心！前途规划信息

国家终生教育振兴院发刊《送孩子去学校（中文）》

国家终生教育振兴院每年用中文及越文发刊“送孩子去学校”等为多元文化家庭家长指南
资料，子女前途规划•升学时敬请参考。除此之外，国家终身教育振兴院为多元文化家庭

家长以视频形式制作•提供有关前途规划•升学信息。家长可对子女思春期进一步了解且
可获得高中升学相关信息。

* 多元文化教育门户网站(https://nime.or.kr) > 家长空间 > 学校升学信息 > 送孩子去学校

送孩子去学校(中文)快捷键 ▶

重要组成部分。为应对未来多元文化社会有必要加强全社会多元文化力量的健康舆论已有形
成。

多元文化家庭儿童•青少年因多元文化子女特性感到混乱前将其升华为相对优势，不仅有助于
青少年期形成整体性，对整个社会发展也有很大帮助。请以积极思维接受多元文化并帮助孩
子们培养融合社会的世界市民素质。

Q. 若希望体验多样职业并进行前途规划活动应到哪里接受帮助？

各市•道教育厅、地方自治团体以及个别学校单元也实施多项前途规划活动项目。

另外，地区多元文化教育支援中心及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地区儿童中心也为多元文化家庭

子女准备前途规划教育活动项目。通过可亲自访问职业现场的现场体验到职业人员特别讲座还

有导师等多彩活动可拓宽体验幅度找出自身专长及爱好，若有机会应多鼓励子女参加以便孩子

广泛体验。

可积极发挥父母具有的外语能力、对文化渊博理解等优点的机会也有很多。自2013年起各市•道

教育厅实施双重语言大会，以各地区获奖者为对象，每年还举办全国大奖赛。为将多元文化家庭子

女优点和个性开发为国际力量的政策和制度预计也将持续扩大实施。

贴心！前途规划信息

查询我们小区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除子女教育及升学•前途规划咨询服务外，还提供子女语言发达支
援事业以及家长教育等多彩服务。利用时间为周一至周五09点到18点，部分中心还运营

节假日项目。还可通过DANURI呼叫中心(1577-1366)获得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各种信
息。请用QR代码查询我们小区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https://www.liveinkorea.kr)快捷键 ▶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Cấp 2)

Bản dịch đa ngôn ngữ 2019

Bản tin hướng nghiệp dành
cho phụ huynh để hỗ trợ
ước mơ của con mình

Hình thành con đường hướng nghiệp để tìm ra phương hướng cho hoạt động hướng nghiệp

Trung tâm hỗ trợ Phụ Huynh toàn quốc
www.parents.go.kr

Ba mẹ và con cái cùng
nhau trưởng thành

Hãy cùng vẽ vòng tuổi tăng trưởng
cuộc đời của con cái chúng ta
Để lập kế hoạch cho con đường hướng nghiệp thì cần phải trải qua giai đoạn nắm bắt được
hứng thú và tính cách của bản thân để vạch ra kế hoạch cho tương lai. Giai đoạn vạch ra kế
hoạch cho con đường hướng nghiệp thì đối với học sinh trung học là một điều rất quan trọng
trong sự quyết định hướng nghiệp và đưa ra phương hướng cho việc thực hiện hoạt động
hướng nghiệp. Nó sẽ trở thành một cái la bàn để giúp cho con bạn xem xét một cách cụ thể
trong việc phải làm như thế nào để tìm ra con đường hướng nghiệp phù hợp với sự hứng
thú và tính cách của bản thân, ngoài ra phải có những cố gắng như thế nào để thực hiện việc
hướng nghiệp như thế đó. Theo phương diện như thế này đã cho chúng ta có thể thấy sự phát
triển và hoạt động hướng nghiệp của con cái giống với hình dạng phát triển của một thân cây.
Không có một cây nào giống hình dạng với nhau. Cây cối sẽ mộc rể ở một điểm nào đó trên
mặt đất nhưng do nhận sự ảnh hưởng từ môi trường hoàn cảnh khác nhau ở xung quanh mà
nó phát triển. Tùy theo sự cung cấp ánh sáng và chất dinh dưỡng, mức lượng cung cấp nước
mà khoảng cách vòng tăng trưởng của cây cũng sẽ khác nhau. Con cái chúng ta cũng giống
như vậy, khi nhận sự ảnh hưởng từ cha mẹ hoặc bạn bè, môi trường học tập, kinh nghiệm
hướng nghiệp, v.v..mà mỗi đứa trẻ sẽ có một ước mơ khác nhau. Như thế, thì con cái chúng
ta cũng vậy, tùy theo việc vạch ra kế hoạch cho cuộc đời như thế nào để hoạt động hướng
nghiệp ra sao thì tự bản thân sẽ có sự thiết lập và thái độ chọn con đường hướng nghiệp cũng
như ‘mức độ trưởng thành trong hướng nghiệp’ cũng sẽ có sự khác nhau

Hãy vẽ ‘Vòng tuổi tăng trưởng cuộc đời’ của con cái giống như sự phát triển của cây cối

Giống với việc cây một năm, một năm khi vừa tăng trưởng vừa để lại một vòng tuổi
cho thân cây thì con chúng ta cũng vậy thêm một tuổi, lớn thêm một tuổi sẽ phải
trải qua một hành trình để tạo sự hướng nghiệp cho bản thân. Thỉnh thoảng do môi
trường xung quanh và sự trải nghiệm mà phương hướng của hoạt động hướng
nghiệp của con cũng có thể sẽ được thay đổi. Tuy nhiên, càng gần đến thời điểm
để quyết định con đường hướng nghiệp thì vẫn có thể sẽ gặp phải các sự hỗn loạn
khó khăn khi không biết phải làm gì, lựa chọn công việc nào. Vì thế hãy vạch ra
kế hoạch hướng nghiệp cuộc đời cho con cái và ghi chép các nội dung trong quá
trình trải nghiệm các hoạt động như thế nào để biết được cho đến hiện tại nó đã có
sự thay đổi như thế nào. Đó sẽ trở thành sự hỗ trợ rất lớn trong việc vượt qua sự
hỗn loạn gặp phải tại thời kỳ trường trung học. Cùng với con ghi chép l ạ i
từng cái từng cái về hoạt động hướng nghiệp trong khoảng thời
gian 3 năm của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cũng sẽ là một biện
pháp tốt để giúp con. Nếu phân chia hóa theo từng thời
kỳ như học kỳ 1, học kỳ 2 của năm học thứ nhất thì đó sẽ
trở thành ‘vòng tuổi tăng trưởng cuộc đời’ cho chúng
ta
thấy được quá trình phát triển của con cái.

Có câu nói ‘Ba mẹ là tấm gương của con cái’. Điều đó chứng tỏ ba mẹ là đối tượng có nhiều ảnh hưởng đối với
con cái, và cũng gây nhiều ảnh hưởng lớn trong việc thiết lập hướng nghiệp và lựa chọn nghề nghiệp của con cái.
Hãy cùng trao đổi và viết vào ô trống về ước mơ lúc nhỏ của ba mẹ là gì, thông qua đó sẽ có thể giúp đỡ trong việc
vẽ vòng tuổi tăng trưởng cuộc đời của bản thân con mình. Có thể so sánh được ước mơ lúc nhỏ và sự hướng
nghiệp cuộc đời của ba mẹ và sự hướng nghiệp cuộc đời của con cái, và thông qua đó mà nội dung trao đổi giữa
ba mẹ-con cái sẽ trở nên phong phú hơn nhiều. 3 năm, 5 năm, 10 năm sau thì con cái chúng ta sẽ trở thành người
như thế nào? Hãy chỉ dẫn cho con có thể tưởng tượng được ‘hình ảnh của bản thân trong tương lai’.

Bậc phụ huynh của thời đó và con cái trong lai sẽ có sự khác biệt như thế nào?
Phân loại

Ví dụ

Bậc phụ huynh

Con cái

Đã mong muốn trở thành một

Độ 10 tuổi người giáo viên ấm áp đối với các

học sinh

Đã đọc sách truyện thiếu nhi vào

Độ 20 tuổi mỗi tuần cho các trẻ em có hoàn

cảnh khó khăn ở trong khu vực

Sẽ tạo nên các chương trình học

Độ 30 tuổi tập để các học sinh có thể tham

gia một cách chủ đạo.

Thông qua tư vấn để muốn nhìn
Độ 40 tuổi thấy không những là thành tích
mà cả nội tâm của các học sinh
Sẽ dẫn đến các buổi triển lãm để

Độ 50 tuổi các học sinh có thể có được các

trải nghiệm đa dạng.

Hữu ích! Thông tin hướng nghiệp

Tìm kiếm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huộc khu vực gần nơi bạn ở
Nếu cảm thấy một cách nặng nề trong việc một mình giáo dục hướng nghiệp cho con cái thì bạn hãy thử tìm đến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ở khư vực gần nơi bạn ở. Bạn sẽ có thể kiểm tra các chương trình dành cho thanh thiếu
niên do Trung tâm hỗ trợ và cũng có thể nhận được các thông tin cần thiết cho việc giáo dục hướng nghiệp cho con bạn.
※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Danuri(www.livenkorea.kr)> tìm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 Đến ngay trang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Danuri( (www.liveinkorea.kr) 바로가기

Hướng nghiệp dành cho phụ huynh
Hình thành mối quan hệ gần gũi hơn với con cái để muốn chia sẻ cùng với con về các
câu chuyện nói về sự hướng nghiệp. Khi chia sẻ trò chuyện với con cái thì phải nên bắt
đầu như thế nào sẽ tốt hơn?
Đầu tiên bạn hãy tìm hiểu xem gần đây nơi nào là nơi con muốn đi đến đó, và hãy hỏi thử lý do tại
sao con muốn đi đến nơi đó. Sau đó hãy thử hồi tưởng về thời điểm bằng tuổi của con hiện tại
bạn đã muốn đi đến nơi đâu và hãy cùng trao đổi về nội dung đó. Hãy cùng tìm điểm chung với
nhau của cha mẹ và con cái để khi trò chuyện bằng chủ đề giống nhau như thế sẽ có thể tạo thêm sự
gần gũi hơn nữa. Nói cách khác, sau khi đã hình thành sự đồng cảm với con và đã giao cảm một cách
đầy đủ với con thì lúc đó sẽ tốt hơn cho sự trao đổi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việc hướng nghiệp.

初中

家长和孩子一同成长

2019 多国语言翻译版

一同画好
我们子女人生年轮

支援子女梦想的
家长前途规划简讯

构思前途规划渠道，寻找前途规划活动方向。

全国家长支援中心 www.parents.go.kr

为设想前途规划渠道需经历掌握自己兴趣及职业能力倾向并构思未来的步骤。

对初中生来说设想前途规划渠道阶段在提示决定前途规划及前途规划活动方

向方面极为重要。符合子女兴趣及职业能力倾向的前途规划都有哪些以及为此
应做哪些努力等，对具体了解上述事项将会指明方向。从这一点上看，子女成长

及前途规划活动如同树木成长，一模一样的树绝不存在。树木虽扎根于土地某

个地点但却受到周边多个环境影响成长，根据阳光照射量、营养成分、水分的
供应量，树轮间隔各不同。这就像子女受父母、朋友、学业环境、前途规划体验

等影响各自有不同梦想相同。子女也根据如何构思自己的人生并做何等前途规
划活动，自助设计人生制定前途规划的态度即“前途规划成熟度”各不同。

画一下如同树木般茁壮成长的子女“人生年轮”

如同树木一年一年留下树轮，子女也一岁岁长大经历前途规划旅程。周边环境

及体验时而会改变子女前途规划活动方向。即便如此，一旦到需决定前途规划
的那一瞬间往往会因不知如何做也不知如何选择职业而感到迷茫。子女在构思

人生前途规划时请记录一下经过诸多活动您的子女都经历了哪些变化，这将对
克服初中时期迷茫情绪有很大帮助。同子女一道对初中三年前途规划活动一件
件记录也是很好的办法。若将这一时期具体分类为第一学年第一
学期、第二学期等，就将成为体现子女成长过程的“人生年

有句话说得好，“父母是孩子的一面镜子”。父母可以说是对子女产生最多影响的存在，对子女设计前途规划及选择职业也会
产生极大影响。围绕父母小时候的梦想进行对话并填写空栏就可对子女画好自己人生年轮提供很大帮助。由于可将家长小
时梦想与人生前途规划和子女人生前途规划进行比较，估计父母-子女间话题应该变得更加丰富。3年、5年, 10年后您的子女
会成长为什么样的人？请指导子女去畅想“未来自己形象”。

区分

示例

10
多岁

那时想成为温馨对待学
生的好老师。

20
多岁

每周给家境困难的街道
小朋友读了漫画书。

30
多岁

要制作学生自主参与的
课程项目。

40
多岁

除学习成绩外，
还想通过咨询了解学生
内心世界。

50
多岁

带领孩子到各展示会，
好让学生拥有更多体
验。

轮”。

贴心! 前途规划信息

寻找周围“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若觉得自己一个人进行子女前途规划教育感到力不从心，请访问居住地附近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到这里可
确认中心支援的青少年各种项目活动，还可获得子女前途规划教育所需各种信息。
※ 多元文化家庭支援门户网站 DANURI(www.liveinkorea.kr) > 搜索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
◀ 多元文化家庭支援门户网站 DANURI(www.liveinkorea.kr) 快捷键

那个时候的家长和未来子女有何不同？

家长前途规划

家长

子女

想与子女形成亲密关系并谈一谈前途规划。与子女对话时应如何开头？

首先问一下最近孩子最想去的地方，为何想去等。同时，请回顾在子女这个年龄段自己都
想去什么地方后与之对话。当父母和孩子发现相互共同点并以同样主题进行对话时会感
觉更加亲近。也就是说，先同子女形成共识后充分交流再进行有关前途规划的对话为好。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Cấp 2)

Bản tin hướng nghiệp dành
cho phụ huynh để hỗ trợ
ước mơ của con mình

Bí quyết hướng nghiệp
Biến sự chờ đợi tích cực,
hứng thú thành khả năng

Số đặc biệt
Trung tâm hỗ trợ Phụ Huynh toàn quốc
www.parents.go.kr

Thông qua trò chuyện
khám phá khả năng vô tận
của con bạn

Làm thế nào để có thể làm tốt việc yêu
thích? Hầu hết các học sinh trong quá trình
tìm hiểu và quyết định nghề nghiệp tương
lai đều trăn trở giữa việc yêu thích và việc
bản thân làm tốt. Một số học sinh dành
nhiều quan tâm đến những nội dung trên
mạng xã hội với sự hài hước trong các bài
viết ngắn, dù cho có thể còn thiếu sức sáng
tạo. Một số học sinh khác cho thấy sự hứng
thú đến lĩnh vực thẩm mỹ hoặc làm đẹp tuy
rằng sự khéo tay có thể còn chưa được nổi
bật. Như vậy, sự thích thú và năng khiếu
không nhất thiết phải đồng nhất với nhau.
Vậy thì giữa thứ yêu thích và thứ làm tốt
con bạn nên chọn việc nào như là nghề
nghiệp trong tương lai? Những thanh thiếu
niên lựa chọn công việc bản thân yêu thích
có khả năng phát triển cao song cũng cần
phải tập trung nỗ lực để phát triển năng lực
trong lĩnh vực đó. Tại thời điểm này, điều
quan trọng là an ủi tinh thần các con hơn là
tiếp cận một cách thực tế đối với sự lo lắng
của các con. Nếu bạn cùng suy ngẫm và trò
chuyện về khả năng phát triển và trưởng
thành của các con, bạn sẽ có thể tưởng
tượng ra một tương lai vô tận.

Nâng cao năng lực
bản thân, giải pháp kỳ vọng
và đối thoại tích cực

Cùng nhau tìm ra điểm
mạnh của con cái và
nâng cao sự tự tin

Bạn càng nói chuyện càng nhiều, càng lâu
với các con về tương lai nghề nghiệp thì
các con càng có thêm sự tự tin rằng bản
thân “có đủ khả năng để có thể làm được”.
Khi sự tự tin được cải thiện, con bạn sẽ chú
ý đến những điểm làm tốt hơn là những
điểm còn thiếu sót. Nói chuyện về những
điểm mạnh có liên quan đến lĩnh vực mà
con bạn hứng thú có thể giúp con bạn tin
rằng các con có thể làm những gì mà bản
thân mong muốn.
Nắm bắt được điểm mạnh, khả năng của
bản thân và có được sự tự tin cũng giúp
nâng cao “năng lực bản thân”. Năng lực
bản thân là sự tự đánh giá đối với khả năng
có thể đạt được mục tiêu hoàn thành nhiệm
vụ. Ví dụ, nếu cần khả năng và năng khiếu
B để chọn nghề nghiệp tương lai trong lĩnh
vực yêu thích A, học sinh có năng lực bản
thân thấp có thể từ bỏ trước khi thử thách.
Ngược lại, học sinh có năng lực bản thân
cao thì hết lòng lên kế hoạch và thử thách
để phát triển khả năng và năng khiếu của
bản thân. Bởi biết rõ điểm mạnh của bản
thân và sử dụng chúng một cách tự tin.

Năng lực bản thân có thể được nâng cao
bởi những kỳ vọng tích cực xung quanh.
Câu chuyện về Lennart Strand (1921-2004)
một vận động viên chạy cự li trung bình
nổi tiếng của Thụy Điển là một trường hợp
điển hình. Lennart thích chạy trong rừng
khi còn nhỏ. Một ngày nọ, cha anh yêu cầu
con trai chạy thử 1,500 mét trong rừng. Và
ông đã khen ngợi kỷ lục 4 phút 50 giây của
anh. Lennart thật sự tin rằng bản thân có
tài năng chạy bộ, và sau khi liên tục luyện
tập, anh đã trở thành vận động viên điền
kinh cự li trung bình tốt nhất ở châu Âu.
Sau này, cha anh nói với con trai rằng kỷ
lục thực tế ngày hôm đó là 5 phút 50 giây.
Kỷ lục được nói tốt hơn để con trai không
đánh mất niềm đam mê chạy bộ.
Giống như trường hợp của Lennart, điều
quan trọng là nói chuyện và khuyến khích
thật nhiều về lĩnh vực yêu thích của con
bạn. Nói chuyện với con theo hướng tích
cực về việc làm thế nào để nâng cao năng
lực trong lĩnh vực yêu thích của con và
không biết chừng có thể xuất hiện Lennart
thứ hai.

Số đặc biệt

Biến việc yêu thích trở thành việc làm tốt

4 bước định hướng nghề nghiệp

Việc con bạn yêu thích có thể phát triển thành việc con bạn làm tốt. Nếu tăng năng lực bản thân và nâng cao khả
năng cần thiết trong lĩnh vực các con quan tâm thì khả năng đó càng lớn hơn. Hãy thử cùng suy nghĩ về việc cần
phải tập trung nỗ lực như thế nào để phát triển những gì con bạn yêu thích thành những gì con bạn làm tốt. Hãy thử
cùng con trò chuyện thật nhiều và điền vào những ô còn trống để con bạn có thể thiết lập lập kế hoạch nghề nghiệp
tương lai theo lĩnh vực yêu thích. Cùng nhau điền vào từng ô, từng ô còn trống sẽ cải thiện năng lực bản thân của
con bạn.

Công việc yêu thích
Ví dụ:

• Chế tác nội dung mạng xã hội
• Trang điểm, làm đẹp

Phương pháp để bổ sung cho những điểm
thiếu sót
Ví dụ:

• Viết nhật ký đều đặn. Hãy thử chuyển đổi các
câu trên mạng xã hội được tạo ra từ người khác.
• Chú ý quan sát mọi người hoặc nắm bắt các xu
hướng đang thịnh hành gần đây để tìm kiếm các
chủ đề trò chuyện.

Điểm mạnh của tôi trong lĩnh vực này
Ví dụ:

• Có khiếu hài hước. Đăng ký các kênh mạng xã hội
khác nhau và nhanh chóng nắm bắt xu hướng.
• Nhanh chóng nắm bắt những khuyết điểm trên
khuôn mặt và khắc phục chúng bằng trang điểm.

Điểm mà bản thân còn tương đối thiếu sót
Ví dụ:

• Cách viết bài và bố cục còn thiếu sót.
• Dễ ngại ngùng nên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lạ.

Công việc yêu thích = Công việc làm tốt
Hãy nói nhiều về điểm mạnh và điểm còn thiếu sót của con bạn để con có thể làm tốt hơn công
việc bản thân yêu thích. Thông qua quá trình bù đắp điểm còn thiếu sót, điểm mạnh sẽ được nổi
bật hơn và năng lực của con cũng được nâng cao.

Q&A Hướng nghiệp

Q.Có thể đạt được ước mơ mà không cần tài năng?

Nỗ lực và ý chí quan trọng hơn tài năng
Ở độ tuổi thanh thiếu niên cùng với sự thay đổi của cơ thể, năng khiếu và khả năng tiếp tục tăng trưởng và phát triển. Do đó,
rất khó để chắc chắn về tài năng của bản thân một cách rõ ràng. Thay vì vội vàng thiết lập các đặc điểm của bản thân và đưa
ra những giới hạn trong mục tiêu, điều quan trọng hơn là mở ra các khả năng và không ngừng cố gắng tạo ra năng lực của
riêng bản thân. Giáo sư Dewkes của Đại học Pennsylvania đã tìm thấy một điểm chung với những người có thể dự đoán
thành công. Đó không phải là trí thông minh tốt, kinh tế dồi dào, ngoại hình đẹp hay điều kiện thể chất, mà đó chỉ là niềm đam
mê và sự kiên nhẫn có thể kéo dài hướng tới mục tiêu. Không phải là để đạt được ước mơ trong thời gian ngắn, mà sự thật
là trải qua nhiều năm chăm chỉ học tập và cố gắng cho đến khi biến ước mơ đó thành hiện thực.
Nguồn: Giải pháp hướng nghiệp CareerNet

初中

支援子女梦想的
家长前途规划简讯

特刊

积极期待,
将兴趣转化为能力的
前途规划秘诀
提高自我效能感，答案在于积
极期待及对话！

全国家长支援中心 www.parents.go.kr

通过对话发现孩子无穷无尽
可能性

怎样才能做好喜欢的事？
大部分学生在探索及决定前途规划的过
程中不知如何从喜欢的事 vs 能做好的事
之间选择。有的学生对短句中充满幽默感
的SNS内容感兴趣但创意能力却不足，又
有一些学生虽对美发或美容极感兴趣手
艺却不怎么出色。如此这般，兴趣和职业
能力倾向并非一致。
那么，孩子在喜欢的和能做好的事中作为
前途规划应如何选择？青少年由于具有无
限潜力需选择喜欢的事，但也要着力提高
该领域自身能力。这时最好基于现实对待
孩子的苦恼，但也需要安慰失望伤心的孩
子。围绕子女发展可能性和成长可能性同
孩子一起思考及交谈就可想象充满希望
的未来。

找出孩子优点来提升其自
信心

若与子女更多更久进行有关前途规划的
交 谈 则子女 越 可以获 得 “自己 完 全可以
做到”的自信心。一旦自信心得到提升，
孩子相比不足之处更会关注自己能做好
的事情。有关孩子感 兴 趣的领域与其对
话，孩子就会相信自己的梦想一定能够实
现。
掌握自身优点及能力并获得自信的话“自
我效能”也会得到提升。所谓自我效能是
指对执行课题及实现目标能力的自我评
价。例如，为将前途规划选为A兴趣领域
觉得需要B能力及职业能力倾向时若是自
我效能感低的学生还未挑战就会放弃。
相反，自我效能感高的学生则为发掘自身
能力和职业能力倾向制定计划且愿意挑
战。这是因孩子了解自身优点并充满自信
去利用。

自我效能感可通过周边积极期待得到提
升。瑞 典 著 名中 距 离 田 径 选 手 L e n n a r t
Strand(1921~20 0 4)的 故事就 是 代 表 性
案例 。Lennar t Strand 从小就喜欢在树
林中跑步。有一天，他的父亲叫他在树林中
跑1,500m，然后夸他的记录是4分50秒。
Lennart Strand 深信自己在跑步方面有天
赋，经无数练习后终于成为欧洲最佳中距离田
径选手。过后父亲告诉儿子说其实那天实际
记录是5分50秒。为了使儿子不失去对跑步的
热情，故意将记录成绩说得更好。
如同Lennart Strand案例，对子女兴趣领域
多进行对话并鼓励十分重要。以积极的态度
围绕自己喜欢的领域应如何提高实力这一话
题交谈，也许您的孩子就是第二个
Lennart Strand 。

特刊

将喜欢的事转化为能做好的事

探索前途规划4阶段

喜欢的事完全可以转化为能做好的事。若提高自我效能感并培养兴趣领域所需能力就可无限扩大可能性。请认真

思考为将喜欢的事转化为能做好的事都需要作出哪些努力。为让子女往兴趣领域设计前途规划请与子女多进行对
话并填好空栏。一栏一栏填好后，孩子的自我效能感将得到大幅提升。

喜欢的事

ex)

ex) • 制作SNS内容
• 化妆，美容

自己相对不足之处

这一领域我的强项

• 幽默感出众。阅读多样SNS频道，可快速掌握时尚趋
势。
• 快速掌握脸型缺点并可通过化妆来弥补。

弥补不足之处的方法

ex) • 认真写日记。将他人创作的SNS内容文章变形重
写。
• 细心观察他人或掌握最近流行的趋势后找出对话
话题。

ex) • 写文章及组句能力相对较差。
• 认生而很难与不认识的人交谈。

喜欢的事 = 能做好的事

为了让子女将喜欢的事做的更好，请围绕孩子优点及不足之处多交谈。
通过弥补不足之处的过程，孩子的优点将更加突出，力量也将进一步得到提升。

前途规划 Q&A

Q.即使没有才能也可实现梦想吗？
努力和意志相比才能更为重要

青少年期如同身体变化，职业能力倾向或能力也持续发展、发达。因此，很难明确把握自己的才能。相比轻易断定自己的
特性来限制目标，开启所有可能性不断努力打造更坚实的能力更为重要。

宾夕法尼亚大学DWORKS教授发现可预测成功的人具有一个共同点，那就是并非高智商或富饶财富抑或好的外貌以及身
体条件，而是朝着目标长时间迈进的热情和忍耐。经几年时间认真学习并努力时才可实现梦想，而不是短期内实现。

来源 : 职业网 前途规划解决方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