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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진로코치단

(2019.01.14.)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않
다

1. ‘나의 흥미적성알기’ 진로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유익했다.

44.9 32.7 19.4 3.1 0.0

2. ‘나의 흥미적성알기’프로그
램의 동아리 학생  1일 교사 수
업기획에 만족한다.

49.0 20.4 26.5 4.1 0.0

3.  나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되었다.

37.8 34.7 24.5 3.1 0.0

4. ‘나의 흥미와 적성알기’ 프
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46.9 26.5 24.5 2.0 0.0

5. 전체 진로특강(공연기획,연극
영화)의 강의 내용에 만족한다.

50.0 30.6 19.4 0.0 0.0

6. 전체 진로특강 프로그램에 열
심히 참여하였다.

36.7 36.7 25.5 0.0 1.0

7. 내년에도 ‘진로캠프’를 계
속 열었으면 좋겠다.

50.0 26.5 20.4 2.0 1.0

8. 진로코칭 프로그램이 재미있
고 유익했다.

41.8 29.6 26.5 2.0 0.0

9. 진로코칭 프로그램 기획에 만
족한다.

38.8 38.8 18.4 2.0 2.0

❚ 중등 진로캠프 개최 ❚ 
 ○ 일시: 2018. 11. 2.(금) 12:35~16:05

 ○ 대상: 7~9학년 전체

 ○ 운영 내용

구분 시간 프로그램 장소

1부 12:35~13:20

나의 흥미와 적성 알아보기

- 진로심리검사 결과 해석

- 또래 진로코치단 1일 교사

교실

2부 13:30~14:40
전체 진로특강(문화예술분야

 - 공연 기획 & 연극영화(배우)
음악당

3부 14:50~16:05
분야별 진로코칭

-경기하남진로강사협의회 강사
교실

○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 설문지 회수: 196명                        (단위: %)

  ․ 참여 학생 대부분 이번 행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

족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직업과 체험 강좌가 

개설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진로특강(공연기획, 연극영화)에 대해 80.6%가 ‘(매

우) 그렇다’에 응답하여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냄.

  ․ 진로코칭 프로그램 운영 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

으나 교사, 교육산업, 금융인 등 학생들에 익숙한 직

업군은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고 생소한 산악인은 

99%의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외국에

서 접하기 어려운 직업에 대한 강좌가 필요하다고 여

겨짐.

  ․ 진로코칭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분야 전문인의 인원

이 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전문인 발굴에 대해 한인

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 진로코치단으로 1일 교사로 참여한 학생 소감

11학년 오하은 선생님을 장래희망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

는 나에게 이번 행사가 더 없이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나마 선생님이란 직업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너무 의

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내 스

스로 진로 적성검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자세히 알게 되어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11학년 고애진 중등 진로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 선생님 역할을 하며 학생들에게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과정에

서 나 스스로도 공부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고 뿌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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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분야 주제 강사 장소

2018. 4. 2.
ICT(정보통신

기술)
ICT의 길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김인호 희망도서관

2018. 4. 11. 바리스타 주니어 바리스타 김양현 위드카페

2018. 5. 2.
자동차 
디자인

오토모티브 디자인의 
미래와 디자이너의 역할 

체험
임범석

디자인 
스튜디오

2018. 5. 8. 마술교육 마술교육 지도사 김기수 희망도서관

2018. 5. 16.
자동차 
디자인

오토모티브 디자인의 
미래와 디자이너의 역할 

체험
임범석

디자인 
스튜디오

2018. 6. 6. 물류산업
항공물류와 4차산업의 
물류적용에 관한 개괄

황태건 희망도서관

2018. 6. 14.
스포츠
산업

스포츠 산업의 이해 최문봉 희망도서관

2018. 9. 5. 조명 디자인 조명 디자이너의 역할 한미라 희망도서관

2018. 9. 12. 의료 의사의 길 송혜근 희망도서관

2018. 11. 14. 기계공학
기계공학, 로봇 공학 

이야기
복영호 두레북카페

2018. 11. 21.
소프트
웨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의 발전방향

한지성 희망도서관

❚ 전문인 초청 진로 특강 ❚
 ○ 매월 2회 전문 직업인을 초청하여 직업 설명회와 

직업체험활동을 실시 

 ○ 도움을 주신 기관 및 단체: 홍첸루 희망도서관, 두

레북카페,  상해 진로멘토단, 진로 강사 등

 

○ 학생 소감

10학년 박혜빈 조명 디자이너는 생소한 직업이었다. 특강

을 듣기 전 인터넷으로 직업을 검색해도 여전히 나에게

는 낯설었다. 조명 디자이너는 빛을 밝히는 일 이외에도 

기업을 광고 및 홍보하는 역할과 자연광을 이용하여 음

지에 햇빛을 쐬어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

다. 또 직업인으로서 낮에는 디자인을 하고 밤에는 조명 

테스트을 확인하여야 하고 조명 역시 경제와 환경 공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전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와 에너지 낭비 

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직업

에 관심을 가진 좋은 시간이었다.

2018. 9. 5. 조명디자인 특강을 듣고

10학년 이성재 이번 강의를 통하여 항상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 사이에서의 고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야겠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장차 전세계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할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미국의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

2018. 11. 14. 기계공학 특강을 듣고

2018. 9. 5. 조명 디자인 분야 2018. 9. 12. 의료 분야

2018. 11. 14. 기계 공학 분야 2018. 11. 21. 소프트웨어 분야

❚ 자기소개서 쓰기 및 발표 대회 ❚
○ 일시: 2019. 1. 2.(수) 5~6교시 

○ 대상: 11학년

○ 운영 내용 

시간 내  용 참석자

12:35~13:20 자기소개서 발표 11학년 담임 
진로교사
참가학생13:30~14:15 자기소개서 평가회  

○ 장소: 도서관

○ 내용: 자기소개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 심사위원: 11학년 담임, 진로교사

○ 평가회:  총평 및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

○ 평가영역: 학업적합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배려와 협력, 발표력으로 구분하여 총점 순으로 

시상

○ 수상자 명단

구분 학번 이름 비고

최우수상 110210 김예솔

우수상
110518 최열국

110319 이승미

장려상 110313 김수지

자기소개서 발표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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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비고

10:30~12:00
모의면접 사전 준비

(학생 자료 점검 및 확인)
면접관

12:35~14:15 모의 면접

14:25~15:10 모의면접 평가회 

❚ 모의면접 ❚
○ 일시: 2019. 1. 3.(목) 5~7교시

○ 대상: 11학년  

○ 운영 내용

○ 장소: 면접실(특별실 2교실), 평가회(도서관)

○ 면접관: 외부 면접관 5명

○ 준비물: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개인정보활용에 동의

한 학생에 한함), 면접관 서약서 

○ 모의면접 내용: 대학별 면접 기출문제 및 영어, 중국

어 면접

○ 운영 결과

구분 내 용

면접관 

평가

․ 자신의 경험을 긴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
한 면이 좋음.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과 자기 소개서 내
용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 자기 소개서에 추가․보충 내용을 탐색할 필요
가 있음. 

․ 표현 능력과 더불어 성량, 어조, 발음 등 비언
어적 표현에도 신경을 써서 호감 있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음.

학생 

반응

․ 평소 희망 전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
을 느낌.

․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의 사회 이슈를 꾸준히 
살피며 특히 전공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에 대
한 스크립의 필요성을 느낌.

․ 외국어 면접에 대비한 연습이 필요하며, 중국
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됨.

추후 

계획

․ 학생 희망학과와 관련한 외부 면접관을 더 확
보하여 학생 맞춤형 면접을 대비할 계획임.

․ 자기 소개서 작성 방법과 면접 준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모의 면접 모의 면접 평가회

❚ 진짜 글로벌 인재가 도대체 뭐야?

내가 대학관계자라면 나를 선택할 것인가? ❚
1. 다른 많은 대학들 중에 왜 우리 대학을 지원했는가?

대학마다 인재상이나 비전은 다르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인재상과 특색사업 등 대학 성격을 분석하

고 그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경험을 위주로 

자기소개서 작성해야 한다. 연세대의 경우 학교비전이 기

독교정신, 창의성, 연결성인데,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고 

창의성과 연결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학교생활 경험을 작

성하고, 면접 내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재외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다양한 문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다. 지금 내가 하

는 생각의 타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홍첸

루의 한 식당에 갔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YTN 채널

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텔

레비전 앞에 중국 손님들이 앉아있었는데, 한국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인지 뉴스를 보고 “잘못된 건 다 남 

탓 인가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중국과 한국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이 안타까웠다. 

그 후 한국 포털 사이트 뉴스를 찾아보니 미세먼지가 중

국 때문이라는 기사가 지배적이었는데, 간혹 정확한 데이

터로 20년 전 서울의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심했다는 자

료와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기사도 있었으나 댓글에는 중국에게 돈을 먹

었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한 저속한 내용들이 많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

에 관해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상하이 공기는 어떤지, 상하

이시 정부는 공기를 위해 어떤 노력과 정책을 하고 있는

지, 또 다른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져

야 한다. 다른 예로, 미국과 중국의 현재 무역 상황을 두

고 미국, 중국, 한국, 유럽 국가들의 시각은 저마다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르다. 다양한 시각을 접했는가? 한국뉴스

뿐만 아니라 CCTV, CNN, BBC, ABC 등 굵직한 세계 이

슈에 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것

이 필요하다. QUORA(인터넷 사이트, APP 다운)에는 다양

한 이슈들에 관한 질문과 전문가들의 답변이 있다. 또한 

직접 답변을 영어로 쓸 수 있다. 전공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읽고 생각을 확장하는 것 또는 직접 답변을 달거

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Shine(https://www.shine.cn/, APP 다운)에서는 상하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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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QUORA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검색어 CHINA, 

TRADE WAR, SOUTH KOREA의 결과 중 따온 것이다. 

몇 개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가? 

영어권 사용자들이 대부분이라 서양 중심의 관점이 많

다. 생각의 자유와 연결성이 이뤄내는 세계시민의 이해

의 장이라고 본다. 

Quora: A place to share knowledge and better 

understand the world. https://www.quora.com/

#China

How safe is China? / Can India defeat China in a 

full-fledged war? / Why does China want Tibet? / If 

China, Pakistan and Sri Lanka attack India at the 

same time, how long will it take them to defeat 

India?

#Trade war

What do you think about the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2018?

#South Korea

Is life hard in South Korea? / Ca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ever be reunited again just like East 

and West Germany? / In what ways is North Korea 

better than South Korea? What could South Korea 

learn from North Korea? / Should China, South 

Korea, and Vietnam quit eating dog meat?

련 뉴스를 볼 수 있다. 바이두 검색도 생활화하자. 

3. 적극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활용하기 

상하이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건 분명 특혜라고 생각한

다. 상하이는 명실상부 국제도시로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사는 것 자체가 도전

이고 특별한 경험이다. 자신의 삶에서 조금만 돌아보면 

스쿨버스 안전 선생님, 택배기사님, 나이차 사장님, 과일

가게 알바생 등 접할 수 있는 외부자극이 무척 많고 그

분들과의 이야기 하나가 한국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한국학생들 중에 상

하이어를 얼마나 알까? 요즘 한국에서도 중국어 교육이 

붐이기 때문에 중국어 자체를 할 줄 아는 것은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 여기 산 사람으로서, 공항에서 내리면 뭐가 

있고 어디가 맛있고, 중국음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넌센스

인지, 도시마다 음식이 다양하고 맛도 다르며 동베이쪽은 

볶은 음식, 남쪽은 달달한 음식, 스촨쪽은 매운 음식이 

특징이 있다. 도시마다 지역 언어가 다 있어서 중국어라

는 말은 잘못된 단어고, 보통화나 한어라 칭하는 것이 맞

고 보통화를 배우지 않으면 중국여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도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컨텐츠로 승부해야 

한다. 또한 시내로 나가면 미국, 영국은 물론 핀란드, 이

탈리아, 케냐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상하이 유태인박물관, 상하이역사박물관, 멀지 않은 

난징의 다양한 명소들은 세계의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계

가 있어 생생하게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상하이 여러 명소를 다니며 블로그에 

기록하는 것도 훌륭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시선을 외부

로 돌리자.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해야 

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아가며 이

야기해야 하니까. 그러나 도전해 볼 일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실천해보는 것

이다. 이것이 세계시민이 해야 할 일이고 대부분의 대학

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다. 입시에 맞춰 경험을 만들기보다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스토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

하다. 누구나 사용하는 위챗의 모멘트 기능을 통해 잃어

버린 개를 홍보하고 찾아준 경험, 모금 활동을 한 경험, 

중추절에 옆집에 사는 중국인 가정과 서로의 풍습을 알

려주고 배운 경험, 상하이에 여행 오는 친척들을 위해 코

스를 짜고 가이드한 경험 등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서 일

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내 스토리가 된다. 위챗의 공식계

정을 이용하면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 한국 유학생들이 운영하는 중국통 계정 

 - Original MANTOU

★ 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상하이 시내 행사 정보

 - TimeOutShanghai, Thatsshanghai

글/ 조민영 선생님 

 ❚진로상담실 이용 안내❚
1. 진로상담실로 찾아와 진로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가능한 시간을 협의한다.
2. 협의된 시간에 상담이 가능한지 해당 시간의 교과담당선

생님께 허락을 득한다.
3. 진로상담교사에게 상담 확인증을 받는다.
4. 상담 확인증에 담임선생님, 교과 선생님의 확인을 받는다. 
5. 약속된 시간에 상담실에 방문하여 상담활동을 한다.

※ 진로상담실에서는 연우심리연구소에서 유료로 실시되
는 U&I 학습 유형 검사를 학교 지원 무료로 실시하며, 
진로심리검사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유익한 진로진학 정보 사이트
 진로심리검사, 학과대학 및 직업정보: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www.adig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