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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SW중심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SW와 관련된 진로에 대한 지향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컬 테

크놀로지를 활용한 직업 체험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다양한 직업인이 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모델링, 가상현실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직업 체험을 경험한 학생들은 향

상된 SW진로 지향도를 보인다. SW진로에 대한 선호도, SW교육에 대한 선호도, SW진로교육에 대한 필요

성 인식, SW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인식이 모두 증가하였고, 이처럼 SW진로지향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직업과 연계한 디지컬 테크놀로지 교육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키워드: 디지털 테크놀로지(digital technology), SW진로(career course related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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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대사회는 SW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우리는 SW가 혁신과 성장 및 가치창출의 중심에 있고 국가, 기업,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인 ‘SW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1]. 

그 중에서도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것처럼 ‘빅데이터, 사물인

터넷, 인공지능, 3D모델링, 가상형실’등이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등과도 융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직업들이 SW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SW와 관련된 직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다[2]. 이러한 이유로 

SW관련 진로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진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며 SW관련 진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W와 관련된 직업군을 희망하는 ‘SW진로지향

도’가 높은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맞추어 핵심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직업체험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효과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1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적용하여 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학생들의 SW관련 진로지향도를 검사하였다.

적용내용

대상 초등학교 6학년 11명

수업형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학습(Zoom) 

수업내용
디지털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직업 체험

차시 10차시

Table 1. 프로그램 적용 대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핵심적인 기술 5개를 선정하고 

이와 다양한 직업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표 2와 같이 개발 및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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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내용

IoT
� 스마트 학교개발자가 되어 ‘스마트 교실’ 

제작하기

AI

� 재난관리전문가가 되어 ‘마스크 착용 판별 

로봇’ 제작하기

� 사이버 평판 관리자가 되어 ‘댓글 관리 시

스템’ 제작하기

빅데이터

� 도시 계획 설계사가 되어 ‘빅데이터를 이

용한 초등학교 건설 위치 결정‘ 체험하기 

� 기후변화대응전문가가 되어 ‘미세먼지 대

응 시스템’ 제작하기 

3D모델링

�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되어 ‘맞춤형 케이크 

제작‘ 체험하기 

� 제과제빵사가 되어 ‘랜덤피자 제작‘ 체험

하기 

VR/AR

� 광고홍보전문가가 되어 ‘VR영화포스터‘ 제

작하기 

� 게임개발자가 되어 ‘VR/AR 게임’ 제작하기 

Table 2. 디지털 테크놀로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주제와 세부내용

III. Results and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SW 진로지향도를 검사하기 위해 김슬기(2016)가 

만든 ‘정보과학 진로 지향도 검사’ 중 객관식 문항 20가지를 활용하였

다[3].

문항 N M SD t p

사전 11 3.9 .169
-3.604 .018*

사후 11 4.3 .144

*p<.05

Table 3. SW진로 지향도 검사 결과 

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 검사 결과는 표 3과 같이 사전에 비해 

0.4점(5점)상승한 결과를 보였고, 대응표본 T검증 결과 p값이 0.018로 

0.05보다 작게 나와 유의미함을 검증되었다. 

문항 구분 N M SD

SW교육에 대한 

선호도

사전 11 4.50 .115

사후 11 4.63 .104

SW관련 진로 선호도
사전 11 3.67 .145

사후 11 4.08 .270

SW관련 진로에 대한 

가치인식

사전 11 4.15 .213

사후 11 4.50 .035

SW관련 진로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

사전 11 3.65 .456

사후 11 3.80 .137

Table 4. 파일럿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결과 

본 검사도구의 하위영역은 표 4와 같이 4가지로 구분 되는데, 

모두 사전보다 사후가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진로체험 교육이 SW교육에 대한 선호도, SW관

련 진로 선호도, SW관련 진로에 대한 가치인식, SW관련 진로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높이는 데에도 모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Ⅳ. Conclusions

본 연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SW진

로지향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6학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교육을 진행하

였고, SW진로 지향도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SW진

로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 가치인식이 증가시켰고, SW교육 선호도와 

관련 진로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SW진로 지향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과 연계한 디지털 

테크놀리지를 체험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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