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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대문 청소년
진로교육 실태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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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진로교육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서대문구 청소년의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발전적인 진로교육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내 청소년 진로교육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요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14개 중학교 2,800명

조사내용

진로  직업태도, 진로준비행동, 진로  직업역량,

조사기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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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진로직업태도

2016

진로교육만족도

2017

진로준비행동

서대문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려는
독립성 수치는 높지만 자기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낮음.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상승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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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ㆍ직업역량

선
 택한 직업세계에서의 성공 및 하고자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
에서 수치가 낮아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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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장벽

 로준비행동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주도적인
진
진로준비행동이 더욱 필요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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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일 ~ 7월 14일

주요 결과

연도별 추이

 로 선정에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이해부족”이고, 학년이 
진
올라갈수록 진로역량은 떨어지고, 진로장벽은 높아짐.

 로교육에서 강조해야할 내용으로 “뚜렷한 목표 설정”으로
진
나타났고, 체험활동 형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함.

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한 진로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진로준비행동은 교과교육과정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수행
- 독립성이 높은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 환경 조성 필요

청소년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교육은 체험중심 교육과 선택권의 확대
-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교육을 제공해야함

청소년기 발달을 고려한 진로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 학년별, 수준별에 따라 적합한 진로교육을 모색
-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교육지원을 확대해야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2017 서대문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조해주세요.

02
개요

2017 서대문 진로토론회
‘우리아이 진로! 우리 손으로!’ 종합의견

대상

지역주민 및 학부모 100여 명

장소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일시
토론방식

2017년 9월 15일 10:30~12:30
청소년 진로사업과 학부모 대상 진로사업을 제안하고, 다중 투표로 순위를 정함

서대문구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은?
12%
25%

서대문구 학부모를 위한 지원 사업은?
22%

35%

25%

28%

1. 개인별 맞춤형 진로 체험
2. 동아리 진로탐색 활동

3. 주말또는 방학 진로체험
4. 진로검사 및 상담

53%

1. 학부모 진로교육(미래사회 이해, 자녀 소통하기, 진로특강 등)

2. 학부모들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
3. 초•중•고 진로활동 지원(자원봉사 활동)

※기타 의견 진로 컨설팅 지원, 대학생 연계 사업, 학교 방과 후 수업 확대, 진로멘토의 전문교육

서대문구 진로교육 실태를 보고 느낀 우리아이 진로교육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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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이해를 높이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의깊이 관찰해서 바르게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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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자신감을 올리자!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고
잘한 점을 칭찬해 줍시다.”

“즐거워하는 것에서 부터
작은 성공경험을 쌓게 도와줍시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와 아이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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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고민의 눈높이를 맞추자!
“함께 진로교육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우리아이의 성향과
적성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가 관심 있는
직업군은 부모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 줍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길 110(홍은동 8-150) tel. 02-395-1318 www.myway1318.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