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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게시판

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의 ‘진로’가 보여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중

넷째, 학습입니다. 자녀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

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녀가 졸업 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진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자녀를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

위해 부모님께서 먼저 자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학습 방법과

하고 졸업 후 진로목표를 실천할 수

태도, 자격증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정보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학습에

지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디지털능력
개발원이나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등 온·오프라인에서

첫째, 진로정보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제공하는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학 ․ 취업 정보뿐 아니라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공․ 특례입학 등에 대한 진학정보와 취업 준비를

다섯째, 자립생활 능력입니다.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게

위한 장애인사업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프로그램 등의

하려면 일상생활능력, 학습능력(한국어), 대인관계능력 등이

정보는 자녀의 진로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

둘째, 진로경로입니다. 자녀가 잠정적인 진로목표를 세우고

센터의 자립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경로를 설정할 때, 자신과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자립기반 사업과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경로를 통해 진학이나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통하여 자녀의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 요소를 극복했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도전

학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의 진로가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꿈을 이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경로를 알아보며,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훈련 및 교육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녀가 진로목표를

대한 관련 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달성하고 나아가 독립적인 삶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자녀를 위해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

셋째, 학교생활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교과/비교과 진로

하고, 자녀와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미래 가능성을
더욱 더 확장해주십시오.

활동을 선택하고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우선
자녀의 특성과 장점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진로활동을 선택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센터장)

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진로활동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녀가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재미를 느끼도록 유도해주십시오. 지역사회
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는 전국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 직업교육, KB희망캠프, 꿈 더하기 지원센터 등이 있으니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매뉴얼 및 지원
정보 자료는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
<진로교육자료<학교진로상담지원(사회적배려대상)
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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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관련 소식(행사, 기관, 정보 등)을 dream@krivet.re.kr로 알려주시면 지면에 소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