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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

자녀와 몰입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진로 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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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탐색하면 진로가 보입니다

 

“꿈을 찾아가는 길은 나에 대해 알아가는 길이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지만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하민이는 ‘퓨잡스(직업 체험 기계)’를 타고 미래로 

가서 평소에 궁금했던 직업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민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수록 내가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도 찾기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나에게 흥미로운 분야를 탐색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탐색을 하면서, 재미있어 보였지만 나와 

잘 맞지 않는 분야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반대로 별로 

재미없어 보였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탐색하는 과정은 흥미(재미있어 보이는 일)와 

적성(잘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하여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몰입의 경험이 진로의 동력이 됩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아이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몰입의 경험은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람마다 

몰입이 일어나는 순간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일과 

자신의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운 경험은 

맡은 일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자연스럽게 일에 더 

몰입하게 해 줍니다. 완전한 몰입은 성취감과 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목표로 나아가는 힘, 그리고 진로의 

각 단계를 성취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줍니다. 따라서 진로 

결정에 있어 자녀에게 몰입에 이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입 능력을 키우면 활동 자체가 가진 

중요성과 의미를 잘 찾아내어 자기목적성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박부금 외(2018), 「너 내 꿈 할래?」) (출처 :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외(2018), 「칙센트미하이의 몰입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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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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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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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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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jinro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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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 계획표

목표 달성 기술, 만다라트를 이용한 인생 계획 세우기

왼쪽에 있는 만다라트는 ‘괴물 투수’라고 불리는 일본의 메이저리그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인생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계획표의 일부입니다. 다음 만다라트 작성법을 참고하여 나만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워봅시다.

1. 만다라트 정 중앙에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적습니다. 

2. 그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 8가지를 

주변 1~8번까지 여덟 개의 칸에 적습니다. 

3. 위에서 작성한 세부 목표를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각 나머지 칸의 중심에 다시 옮겨 적습니다. 

4. 세부 목표들을 중심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방법을 적습니다.

만다라트 

계획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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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진로레시피」, 

팟캐스트(iOS)와 팟빵(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바로가기 ▶

 ‘팟빵’ 또는 ‘팟캐스트’에서 “진로레시피”를 검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