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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여름방학
아이와 함께 떠나는
진로 탐험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진로 탐험을 떠나기에 앞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자녀의 관심사에 딱 맞는 직업이 단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로탐색은 단순히
자녀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로탐색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진로역량을 이해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파악하여 전 생애에 걸친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하는 다채로운 경험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여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미화한 경험들이 자녀의 진로결정에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무엇보다 자녀가 학부모와 허물없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표현이 서툴거나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꿈이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평소 자녀의 독서 분야나 최근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진로심리검사 또한 진로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심리검사 결과가 제시해 주는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로를 탐색하는 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진로체험 시도해 보기
한 연구(이기정 · 김영식, 2016)에 따르면 진로체험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았으며, 진로체험의 효과 또한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에게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은 직업인 강연회,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은
진로캠프가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직접 직업 현장을 방문해
* ‘진로성숙도’란?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말합니다.

직업인을 만나 보는 현장 체험부터 견학이나 특강, 진로 캠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녀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 주세요.

*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는 학부모님이 진로체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유관기관에 접속하여
진로체험 및 학부모 특강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커리어넷 진로교육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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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진로 탐험 체크리스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꿈이나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 방학 중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등을 주제로 폭넓게 이야기해 봅시다. 속 깊은 대화를 바탕으로 진로체험의 주제와 구체적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자녀의 적성과 희망을 반영한 진로체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과가 높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여름방학 진로 탐험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자녀의
장래 희망은?

진로체험

□ 진로캠프
유형
□ 직업인 특강
□ 현장 견학
□ 현장 직업체험
□ 진로박람회

‘꿈길
(www.
ggoomgil.
go.kr)’에서
우리 동네
진로체험 찾기

우리 자녀의
관심 분야는?

진로체험
일정과 장소

진로체험
분야 정하기

언제 :

어디서 :

안전수칙도
미리 확인하기

커리어넷에서
진로심리검사 도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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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체험
안전교육
동영상

진로체험
돌아보기

□ 주제와 활동내용
□ 가장 인상 깊었던 점
□ 더 알아보고 싶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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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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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