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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의 목 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범교과 학습주제의 성취기 을 분석하고, 학교도서 에 

활용할 수 있는 진로독서와 련된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해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를 10개 주제로 범주화하고, 진로교육의 세부 내용요소를 통합 으로 

다룰 수 있는 범교과 학습 활동을 통해 독서교육 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업모형을 설계하 다. 둘째, 학생 

5개 반 137명을 상으로 한 학기 동안 범교과 기반의 진로독서 수업모형을 통해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역의 진로독서 수업을 실행하 다. 셋째, 연구의 분석을 해 진로독서 평가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 으며 

일화기록과 체크리스트의 다각 인 찰과 실행연구를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진로독서 스토리텔링과 흥미유

형의 진로 멘토 심 도서목록 자료를 제시하고, 학교 장에서의 진로독서 교육 활동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achievement criteria of cross-curricular Learning themes 

that can be linked to curriculums, and developing and applying the career reading programs 

focusing on the school library. For these purposes, first, a class model was designed in connection 

with reading education programs through cross-curricular Learning themes of 2015 revised 

curriculum. Second, the career reading classes in the areas of self-understanding,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design have been held through a career reading class model for 137 

middle school students in 5 classes for one semester. Third, the data to evaluate the career 

reading for the analysis of the study was constructed, and the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of anecdotal records, multilateral observation on checklists and the analysis of action 

research. Lastly but not least, the materials regarding the list of books focusing on the career 

reading storytelling and the career mentor in a type of interests were presented, and the career 

reading education activities at the school field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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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유니세 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

로 한 국제비교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주  행복

지수’ 표 수는 88.51 으로 OECD 22개 국

가  20 로 나타났으며, 년(2018년) 비 6

 감소되어 2017년 수 으로 하락하 고, 세부 

지표  주  건강과 삶의 만족은 OECD 국

가  최하 를 기록하 다(연세 학교 사회발

연구소, 2019, 11-15). 

이어서 국 14∼19세 남녀 ․고등학생 

1,000명을 상으로 ‘청소년 건강에 한 인식

과 실태조사(한국건강증진재단, 2014)’를 실시

한 결과, 청소년의 64.5%가 스트 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으며, 이  반이 넘는 33.2%는 평

상시 스트 스에 잘 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의 20.7%가 미래에 

해 불안해하 고 가장 큰 스트 스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결국 학업과 진로의 문제가 가장 큰 

스트 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들은 본인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불안감으로 많은 스트 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교육연구원(2019)의 ‘학생 꿈 조사 결

과’, 학생들에게 “되고 싶거나 심 있는 직업

이 없는 이유”에 해 묻는 문항에서 학년이 올

라갈수록 “좋아하는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이 64.9%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꿈이 

없다”에 한 응답은 20.5%로 나타났다. 이처

럼 청소년들은 꿈․진로에 한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정확히 어떤 면에서 

유익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를  더 불

안하게 느끼는 것이다(김종형, 2015).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진로교육

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정하여 강조하 으며, 교

과와 창의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반에

서 통합 으로 다루도록 하 다(교육부, 2019). 

범교과 학습주제로서의 진로교육은 자신에 맞

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체험 활동 등의 다양

한 경험을 하며,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  궁극 으로 행복한 삶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교육부, 2016). 

이런 이유로 교육부(2017)는 학교 교육과

정의 개선을 해 자유학년제를 확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과 

맞춤학습을 통해 경쟁 심의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개선하여 선도하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7). 하지만 꿈․진로에 

한 흥미나 목표의식 없이 직업체험 심의 

교과 교육과정 실시로 인해 청소년은 자기 이

해 과정의 진로가치  형성과 자기주도 인 진

로개발역량의 한계를 가져왔다. 이에 청소년시

기에는 진로가치  형성에 한 고찰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독서는 지식정보화시 에 요구되는 핵심역

랑인 ‘창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훌륭

한 도구이다. 특히 진로독서를 통해 다양한 책

을 만나고, 직․간 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

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 을 세

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한 책 속

에서 진로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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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과정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며 돌아

보게 한다(김택선, 2019). 

이제는 교육의 역을 학교 안에서 지역사회

로 넓  마을에 있는 분야별 문가가 배움의 

상이 되고, 다양한 직업의 장이 배움의 공

간으로써 학생들의 실질 인 경험을 해 자신

의 진로와 직업에 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하지만 학교의 교육과정과 장은 학생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의 멘토를 찾아 경험의 토

를 마련하고, 꿈을 구체화하기에는 녹녹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해 본 연구의 목 은 단  학교의 진

로교육과 독서교육 활용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범교과 학습주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교과별 성

취기 을 분석하고, 범교과 학습주제와 련된 

활동에 근거하여 수업모형을 도출하 다. 이에 

따라 도출된 수업모형을 용한 진로독서 로

그램 활동을 통해 멘토 심의 진로독서 활성

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1.2 연구내용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연구

를 설계하고 진행하 다. 

첫째, 범교과 학습주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교

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과 범교과 학습주제의 

세부 내용요소와 학습 활동의 특성을 조사하여 

종합 분석을 통한 이론  근거를 검토하 다. 

이와 더불어 진로독서 수업모형과 련된 선행

연구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둘째, 범교과 학습주제의 내용요소를 살펴보

고 수업 활동으로 개할 수 있도록 진로독서 

수업모형을 설계하고, 진로독서 수업모형 구성

에 따른 로그램을 구성하 다. 

셋째, 학교 학생 5개 반 137명을 상으로 

실험 상자의 교과 수업  창의  체험활동 시

간을 활용하여 진로독서 로그램을 편성하

다. 넷째, 범교과 학습주제를 용한 진로독서 

로그램 실 으로 실험집단의 교육과정에 근

거하여 수업 활동을 개하 다. 

다섯째, 본 연구의 분석을 해 학교 별 창

의  체험활동의 역별 평가 기 을 구체화하

여 진로활동 평가 자료를 구축하고, 차시별 독

서교육 활동지를 심으로 실험 상자의 일화

기록( 가기록)과 체크리스트법의 다각 인 

찰과 실행연구 분석을 통해 진로독서 수업모

형을 제안하 다. 

본고는 에서 열거한 본 연구의 내용을 수

행하기 해서 문헌고찰과 검사도구 선정, 집

단 구성  모형 설계, 로그램 실시  분석 

등의 연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하 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

한 범교과 기반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문제

과 시사 을 도출하 으며, 진로독서 련 문헌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를 선정하 다.

둘째, 실험집단을 구성하고 선행연구에서 도

출된 진로독서의 수업모형을 설계하여 진로독

서 로그램을 21차시를 구성하 다.

셋째, 사 검사를 통해 홀랜드의 흥미유형을 검

사하고 결과를 활용하여 실험집단을 상으로 

실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술형

(Artistic), 사회형(Social), 진취형(Enterprising), 

습형(Conventional)의 흥미유형을 구성하

다. 이어서 흥미유형의 멘토를 심으로 진로

도서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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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생 5개반 21차시 수업을 통해 진

로독서 스토리텔링과 진로 멘토독서 함께 읽기

의 수업을 진행하고, 사후검사를 활용한 일화

( 가)기록, 체크리스트와 사후 활동을 분석하

여 결과를 도출하고 진로독서 교육 활동을 제

안하 다.

1.3 선행 연구

교과 교육과정 연계에 한 연구는 특수교육

과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에서 선행되고 교과의 

핵심역량과 성취기 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

구가 진행되었다. 

송승민(2019)은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

육과정에서 실과교과와 진로교과의 핵심역량과 

성취기 을 분석하여 4단계의 의미 연결망 분

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진로와 직업교육을 

해 실과  진로와 직업교과를 심으로 일선 

장의 보편 인 용과 종 의 연계성을 탐색

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활동을 

제안하 다. 

소병문, 송기호(2020)는 학교도서  심의 

독서 략과 내용을 체계화 하고, 교과 연계 방

안 모색을 해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의 학습활동을 통해 독해 략 용으로 타당

성을 검증하 다. 연구 결과 독서와 교과 연계

를 한 방안으로 독서의 략과 내용을 체계

화 하고, 교과 수업의 심화과정과 독립된 독서 

로그램으로 확장하여 학습의 내용과 활동 방

안을 제안하 다.

심수정(2020)은 ․ ․고 학생의 진로성

숙과 메타분석의 효과성을 구 하기 해 교과

를 연계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실행하 다. 연

구 결과 교과를 연계한 진로교육 로그램 구성

에서 진로성숙 역은 실험집단의 인원수와 진

로능력의 출처, 처치 횟수를 달리하여 효과 크

기에 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 

장에서 학생의 진로성숙 향상을 한 효과성

을 확인하 다. 하지만 교과 교육과정과 련된 

부분의 선행 연구는 개별 교과나 교과의 내용

체계를 심으로 연구 되었고, 진로독서에 용

하기에는 다소 미미하 다. 

이에 추지윤(2018)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에서 직업세계의 이해를 돕는 진로독서 로그

램  진로체험 로그램을 연계하여 설계하

다. 연구 결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연계 

로그램을 효율 이고 체계 으로 지속 하

여 운 하게 된다면 진로교육에 정 인 도움

이 된다고 제안하 다. 

강성숙(2018)은 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진

로결정의 자기효능감의 연구를 해 진로독서 

로그램을 운 하 으며, 이를 해 4학년 172

명을 상으로 진로 련 도서 읽기를 통해 10

회기 활동을 하 다. 연구 결과 진로 수행효능

감을 제외하고 진로발달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단하 다.

학교도서  심의 진로독서와 그 효과에 한 

연구는 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도서  활용 

방안을 심으로 이 졌다. 황 숙 외(2016)는 

자유학기제를 한 도서 기반 진로독서 로

그램의 개발을 목 으로 독서활동 심과 정보

활용 심의 시범 운 을 실행하여 효과성을 

검증하 다. 연구 결과 독서활동 심과 정보

활용 심의 변수에서 효과성과 만족도가 나타

났으며, 진로지식의 변수에서는 효과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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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2018)은 자유학기제와 련하여 학

교도서 을 연계하고, 학교도서  활성화  독

서교육 활동 역의 도서  활용 교육과 진로교

육을 통해 효과성 검증을 하 다. 연구 결과 효

과성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

타났으며, 상호작용에서는 교사의 문성 역

과 진로교육, 창의성의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효

과가 나타났다.

진로독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한 연구

는 주로 도서  운  사례집을 분석한 연구와 

진로 포트폴리오 로그램의 운  사례를 심

으로 개발되었다. 

염유나(2020)는 진로교육 지원을 한 학교

도서  로그램을 분석하고, 학교도서  심

의 진로 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자 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 의 ‘1318 책벌 들의 도서  

령기 운  사례집’의 사례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결과 진로교육 지원을 한 학교도서  

로그램의 문제   요구사항 분석으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학교도서  심의 진로교

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 다.

김택선(2019)은 학교도서  진로독서 로그

램 개발과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Big 6 Skills

를 용한 진로 포트폴리오로 로그램을 구성

하고, 고등학교 1,2학년 33명을 상으로 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수업을 진행하 다. 연

구 결과 진로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의 진

로성숙도와 자기주도  독서 능력 향상에 정

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학교도서 과 사서의 

역할에 한 정 인 인식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연계 

분석을 통해 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진로와 

련된 독서교육의 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장에서 범

교과 학습주제를 학교도서  기반의 진로독서로 

용한 련 연구는 미미한 편이며, 특히 학생 

시기에 자기 이해와 자기주도  과정의 진로가

치 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에서 멘토 심의 

진로독서 로그램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수행된 교과 

교육과정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범교과 

학습주제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진로독서의 수

업모형을 체계 이고 실제 인 모형으로 설계

하여 청소년의 진로독서를 구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범교

과 학습주제 모형과 멘토 심의 RIASEC 유

형에서의 진로독서 로그램을 한 수업모형

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범교과 학습주제의 성취기  
분석

2.1 교과 교육과정과 내용요소

교육부(2018)는 교과와 창의  체험 활동  

학교 반의 모든 교육활동을 국가와 사회 으

로 요하게 요구되는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범

교과의 학습주제로 다루고 있다. 

범교과 학습주제의 성취기 을 분석하여 진

로독서 수업모형을 구안하기 하여 교과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내용요소를 범교과 기반

의 성취기 으로 제시하 다. 이처럼 제시한 

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 교육과정의 교과 내

용요소  성취기 을 심으로 연구자가 재구

성하 으며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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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 교육과정 내용요소1)

교과 교육과정

교과 내용요소

성취기

분류 설명
활동

(토론)
이해

계

형성
분석

존

(소통)

계획

수립
탐색

∙직업의 역할, 유형 ● ●

∙직업의 변화 ● ●

∙창업과 창직 ● ●

∙직업 가치 ● ●

∙직업윤리와 권리 ● ●

∙직업의 고정 념 ● ●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 ●

∙자신의 특성 ● ●

∙ 인 계 능력 ● ●

∙의사소통 방법 ● ●

∙진로의사 결정 ● ●

∙진로장벽 요인 ● ●

∙진로 목표 ● ●

∙진학 계획 수립 ● ●

∙학습의 요성 ● ●

∙유형과 특성 ● ●

∙직업 정보 탐색 ● ●

∙진로경로 탐색 ● ●

2.2 범교과 학습주제와 내용요소

교육부(2018)는 교과 교육과정의 학교 진

로와 직업의 교과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주제와 

용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을 분석한 학교 과 학년군, 교과 내용요

소, 성취기 이 구성되었다. 자료 구성은 법령, 

지침 등으로 강제하고 있는 국가 사회  요구 

사항의 증가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 이 어

렵다는 장 요구를 반 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편성 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

되었다. 이와 같이 제시한 범교과 학습주제의 

내용을 연구자가 세부 내용의 동일한 요소를 

통합 구분하고, 학습 활동의 주제와 활동내용

으로 재구성하 으며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범교과 학습주제는 세부 내용요소와 성취기

을 연계하여 교과 수업 시간에 통합 으로 

다룰 수 있는 범교과 학습 활동을 다루고 있다. 

한 성취기 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학

습 활동의 시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운 하도록 제

시하 다. 이처럼 성취기 이 범교과 학습주제

와 직 으로 련되면 ‘○’, 간 이지만 

련성이 있어 범교과 학습주제와 연계하여 자연

스럽게 수업이 가능하면 ‘△’로 표시되었다. 

 1) 차우규(2019)에서 제안한 내용을 연구자가 내용요소와 성취기 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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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교 진로와 직업 범교과 학습주제 내용요소2)

범교과 학습주제 비고

교과 내용요소 세부 내용요소
학습 활동 련정도

(○,△)주제 활동 내용

∙직업의 역할, 유형

∙일과 직업 세계이해

∙새로운 직업 ∙ 인스토  하기 △

∙직업의 변화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운 

직업
∙직업조사 ○

∙창업과 창직 ∙창직 ∙토의 ○

∙직업 가치 ∙직업의 고정 념 ∙토론 △

∙직업윤리와 권리 ∙직업윤리 ∙사례조사  토의 ○

∙직업의 고정 념 ∙직업인 ∙모델찾기 ○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자기이해와 사회  

역량 개발

∙자아존 감 형성 ∙체크리스트 작성 ○

∙자신의 특성 ∙진로 심리 ∙검사, 발표 △

∙ 인 계 능력 ∙갈등 상황 해결 ∙역할극 △

∙의사소통 방법 ∙자기소개 ∙발표 △

∙진로의사 결정

∙진로 디자인과 비

∙진로의사결정 ∙포스터 제작 △

∙진로장벽 요인 ∙진로장벽 ∙조사 ○

∙진로 목표 ∙진로목표설정 ∙포트폴리오 작성 ○

∙진학 계획 수립

∙진로 탐색

∙고등학교 ∙가이드 맵 만들기 ○

∙학습의 요성 ∙학습의 이유 ∙토론 △

∙유형과 특성 ∙희망진학학교 ∙보고서 작성 △

∙직업 정보 탐색 ∙진로체험 ∙정보 조사 ○

∙진로경로 탐색 ∙진로경로 ∙마인드맵 작성 △

이러한 범교과 학습주제는 국가․사회 으

로도 요구되는 요한 학습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과와 창의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반에 

걸쳐 다루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

던 39개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합하여 10개 주

제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범교과 학

습주제는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교과 내에서 통합 으로 지도하는 것을 권장하

고 있다(차우규,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

교과 학습주제와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수업 구

성이 가능한 ‘△’의 련된 활동을 진로독서 수

업시간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

성하 다.

2.3 범교과 학습주제 내용 요소  모형 구성

이 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 학교 진로 

내용 요소를 구성하여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수

업의 모형을 도출하 다. 한 교과 교육과정

과 범교과 학습주제의 성취기 의 활동내용을 

구성하고, 수업모형 실 을 한 흐름도를 정

리하 다. 범교과 학습주제의 목표설정 흐름도 

 수업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차우규(2019)에서 제안한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27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1

<그림 1> 범교과 학습주제의 목표설정 흐름도  수업모형

2.4 범교과 기반의 수업모형  수업 차

본 연구의 범교과 학습주제 기반의 수업모형

에 따른 진로독서를 용한 단계별 로그램 활

동의 수업 차를 <표 3>과 같이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수업 차 지도안

은 교육부(2015)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  

체험활동 해설 학교’를 참고하 다. 이와 련

하여 2009 개정된 창의  체험활동은 2015 개정

된 창의  체험활동의 동일한 역 부분과 차이

가 나타나는 별 활동으로 구분된다. 

2009년 개정 창의  체험활동에서는 진로활

동 역을 자기이해활동, 진로정보 탐색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크게 4가지의 

활동으로 구성하 으나 2015 개정 창의  체험

활동에서는 진로활동 역에서 자기이해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설계활동 등 3가지의 활동으

로 구성하 다. 즉 진로정보탐색활동과 진로체

험활동을 합쳐서 진로탐색활동으로 구성하고 

진로계획활동은 진로설계활동으로 명칭을 변경

하여 구성하 다. 학교 진로활동 역에서는 

자기이해의 과정을 기 로 하고 있으며, 직업에 

한 가치 과 진취  의식을 기본으로 정

인 자아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한다. 한 일과 

직업 세계에 해 이해하고, 학교 이후의 학

업  직업 정보를 악하여 심 분야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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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진로활동 진로독서 내용요소 진로독서 교수․학습 활동

도입 단계 자기이해활동
자기이해와 

사회  역량 개발

∙진로독서 오리엔테이션
∙진로와 자기이해의 요성 알기
∙진로 가치 과 진로역량 Storytelling(15분)
∙나의 흥미유형 알아보기
∙홀랜드 흥미유형 심리 검사

개 단계 진로탐색활동 일과 직업 세계이해

∙모둠 구성  수업 내용 안내
∙흥미유형별 진로 멘토 바구니 자료 제시
∙진로 도서 탐색  멘토 선정하기
∙진로독서 함께 읽기(20분)
∙진로독서에 하여 토의  발표
∙진로독서와 멘토 카드 탐색

정리 단계 진로설계활동 진로디자인과 비
∙진로독서 PICK 활동지 작성하기
∙미래 진로 PICK 설계하기
∙나의 멘토 나 기  소감발표

<표 3> 범교과 기반의 진로독서 수업 차( 시)

경로를 탐색하고 비하는 데 을 둔다(교

육부,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에 따른 

진로독서의 수업 차를 구성하 다. 과정은 크

게 도입, 개, 정리의 단계로 구분하 고, 진로

활동 역에서는 자기이해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설계활동의 3 역으로 구성하 다. 이어서 

진로독서 내용요소를 자기이해와 사회  역량 

개발과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디자인과 

비의 3단계로 구성하 다.

첫째,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진로독

서 개 으로 오리엔테이션 활동, 진로와 자기이

해의 요성 알기, 진로 가치 과 진로역량의 

Storytelling을 15분 활동으로 구성하고, 나의 

흥미유형 알아보기, 홀랜드 흥미유형 심리검사

로 구성하 다. 둘째,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

에서는 흥미유형에 따른 모둠 구성과 수업 내용 

안내, 흥미유형별 진로 멘토 바구니를 활용하여 

자료를 제시하 으며, 진로독서 함께 읽기를 매

주 20쪽을 목표로 20분간 구성하 고, 진로독서

에 하여 토의  발표 활동과 함께 진로 멘토 

카트 탐색활동으로 구성하 다. 셋째, 교수․학

습 활동은 진로독서 PICK 활동지 작성하기, 미

래 진로 PICK 설계하기, 나의 멘토 나 기  

소감발표 활동으로 수업 차를 구성하 다.

  3. 진로독서 로그램의 개발  
용

3.1 진로독서의 교육  의미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진로교육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

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의 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

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

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진로활동을 ‘ 정  

자아개념 강화와 진로탐색’에 을 두고 자기 

특성이해 활동과 정 인 자아개념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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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로탐색의 지도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설계 활동에서는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주체가 되는 과

정으로 ‘ 정  자아개념 강화와 진로 탐색’의 

목표를 구 하도록 한다. 한 창의  체험활동

의 진로활동을 통해 진로 교과와는 차별화 하는 

교육 방법을 구안하여 진로탐색 역량과 정

인 자아개념 형성을 해 학생 심의 체험학습

에 을 두고 지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

히 단  학교에서는 필요한 경우 학년(군)별, 학

기별로 활동을 선택하여 집 으로 편성․운

하며, 학생의 교육  요구와 학교의 특성을 고

려하여 다양한 활동 내용을 편성․운 하도록 

제시하 다(교육부, 2017).

그러나 학교 장에서 진로와 련된 탐색활

동을 모두 체험하기에는 시공간의 한계로 인해 

간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간 경험의 

표 인 방법인 ‘독서’를 통한 진로교육이 다양

한 방법으로 연구(황매향, 2013; 박정애, 2014; 

황미숙, 2017)되고 있다. 이처럼 진로독서는 시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간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고의 로그램이다(서상훈, 유 심, 

2017). 한 진로독서의 교육  의미에 해 하

시모토 다 시(2017)는 “한 사람이 인생에서 

체험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

”이지만, 독서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과 방식을 경험하며 직  체험할 수 있다고 

하 다. 

이 듯 청소년들의 미래를 해 비해야 할 

가장 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

치를 더할  아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창조할  알게 되기 때문이다(김은희, 2019). 

이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련 로그램

을 제공하고 지속 인 진로 상담 활동을 하면

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교육부, 2016). 

독서가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고민

하는 개인 인 활동이라면, 공독 즉 함께 읽기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

하는 사회  활동이다(신기수 외,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멘토를 심으로 함께 읽기를 기

반으로 진로독서 교육을 한 연구 설계와 로

그램의 개발과 실행으로 학교도서  심의 진

로교육을 구 하 다. 

3.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경기도 S 학교의 재학생 

2학년 5개 반 137명을 상으로 창의 체험 진

로 활동 수업시간을 통해 매주 1차시를 기 으

로 한 학기 동안 21차시 수업을 진행하 다. 연

구 상의 구성은 <표 4>와 같다.

구분 실험집단

성별 남자

A반 26명

B반 29명

C반 27명

D반 27명

E반 28명

계 5반 137명

<표 4>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

실험집단으로 구성된 137명의 5개 반을 

상으로 연구자가 진로독서 수업을 동일하게 진

행하 다. 진로독서 수업은 학교도서 에서 진

행하 으며, 정규 진로 교과의 창의 체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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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수를 배정 받아 수업시간에 실시하 다. 

본 연구는 범교과 학습주제 기반의 진로독서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장에 용하기 

하여 본 연구의 실험설계에 근거하여 <표 5>

와 같이 설계하 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진로독서 로그램의 측정을 

하여 홀랜드(Holland)의 흥미유형별 심리검사 도

구를 측정도구로 채택하 다(Holland, 1996). 홀

랜드의 진로 흥미이론은 성격유형과 직업 환경

에 한 유형론에 의존하 으며,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진로에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움을  수 있도록 단순하고 경제 이며 실제

인 측정방법을 사용하 다.

홀랜드의 흥미유형별 측정도구는 실형(R), 

탐구형(I), 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습형(C)의 흥미유형으로 크게 6유형으로 구

성되었으며 흥미유형의 측정요인 분석은 다음

의 <표 6>과 같다.

이와 같이 흥미유형의 변인은 실형(R), 탐

구형(I), 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습형(C)의 성격유형 에서 닮은 정도에 따라 

성격 특성과 련된 행동을 나타낸다. 즉 6가지

의 모형은 환경 유형과 닮은 정도에 따라 특징

(조순기, 2006; 성혜경, 2003)을 나타내며, 사람

의 성격유형과 환경에 한 흥미유형을 나타내

어 이해할 수 있다. 즉 직업선택과 직업의 안정

성과 직업 성취, 교육 선택과 교육성취, 개인 능

력과 사회 행동, 외부 세계에 한 민감도가 측

정 결과로 도출된다. 특히 RIASEC 유형은 성

격유형과 환경유형으로 범주화된다. 

한 측정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고 태

도와 가치를 표 하며, 바람직한 문제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환경을 추구한다(성혜경, 2003).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흥미와 환경  특

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김인기 외, 

2017). 본 연구의 측정도구 유형의 특성을 요약

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실험검사

(흥미유형, 진로독서)

실험처치 사후검사

(일화기록, 체크리스트)흥미유형 검사 진로독서 로그램

<표 5> 사 -사후검사 설계

변인 문 항 번 호 문항수

실형(R) 1, 2, 9, 10, 12 5

탐구형(I) 23, 25, 27, 31, 35 5

술형(A) 39, 41, 42, 49, 52 5

사회형(S) 59, 60, 61, 62, 67 5

진취형(E) 72, 74, 75, 83, 85 5

습형(C) 89, 91, 95, 97, 99 5

체 30

<표 6> 흥미유형 측정요인 분석(Hollan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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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측정도구 RIASEC 유형의 특성3)

변인 특성

실형(R)
분명하고 질서 정연하며 연장이나 기계 조작처럼 체계 인 활동과 기술 활동에 흥미가 있다. 

 → 몸이나 손을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한다.

탐구형(I)
찰 이며 상징 , 체계 인 유형으로 창조 이며 탐구 인 활동에 흥미가 있다. 

 → 논리 으로 생각하고 지  호기심이 강하다.

술형(A)

술  창조와 표   변화의 다양성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며 모호하거나 

자유롭고 상징 인 활동에 흥미가 있다. 

 → 감수성과 표 력이 풍부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한다.

사회형(S)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며,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사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 

 → 다른 삶을 돕는 사 활동을 즐거워한다.

진취형(E)

조직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  측면의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명 와 

인정, 권력에 흥미가 있다. 

 → 친구들을 이끌고 남에게 향력을 주는 일을 좋아한다.

습형(C)

정해진 원리와 원칙에 따라 자료를 기록하거나, 정리하고 분류와 조직하는 일에 흥미가 있으며, 

사무 이며 계산 인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 

 → 정해진 차가 있고 구체 이며 명확한 일을 선호한다.

3.4 운 황

본 연구는 범교과 학습주제 환경에서 진로독

서 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문헌연

구를 통해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범교과 학

습주제의 성취기 을 분석하고, 연구모형과 진

로독서 로그램을 구성하 다. 실험연구를 

해 학교 2학년 5개 반의 학생을 상으로 검

사 도구 측정과 실험 처치를 하 다. 

진로 흥미유형의 측정검사는 연구 집단 5개 

반 137명을 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직

 취합하 다. 실험기간은 5개 반을 상으로 

2019.08.19.일부터 2020.01.07.일까지 21주차 진

행하 으며, 창의  체험활동 진로 정규 교과시

간을 통해 매주 1시수(45분)를 학교도서 에서 

진로독서 로그램을 운 하 다. 

본 연구의 사후평가 단계에서는 진로독서 

로그램의 일화기록( 가기록)과 체크리스트의 

다각 인 찰과 실행연구를 통해 개인의 변화

된 모습과 진로독서 로그램 과정의 반응들을 

심으로 분석하 다. 

이 장에서는 연구 차와 연구방법을 통해 수

업모형을 설계하고, 학교 장 용을 해 차

시별 진로독서 훈련 로그램을 구성하고, 사

후 활동을 분석하 다. 연구의 수행 차 와 내

용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이와 같이 연구계획에 따른 로그램 연구 수

행 차  내용을 세분화하고 수업지도안의 

시를 첨부하 으며, 진로독서 수업계획안의 시수

에 따라 21차시 로그램으로 구성하 다. 진로

독서 로그램은 차시별 1주의 차시를 1시수로 

구성하여 실험집단의 5개 반을 21차시씩 동일하

게 진로독서 수업을 실시하 으며, 진로독서 

로그램의 활동자료와 내용 계획은 <표 8>과 같다.

진로독서 로그램의 차시별 내용을 살펴보

면, 1주차 로그램에서는 진로독서 로그램

 3) 김인기 외(2017)에서 홀랜드 성격 유형의 특성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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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로독서 로그램 연구 수행 차  내용

차시 활동 자료 활동 내용

1 ∙오리엔테이션 PPT ∙청소년 행복지수의 사회 인 상 이해하기

2 ∙진로독서 이해 PPT ∙진로와 진로독서 이해하기

3 ∙홀랜드 흥미유형 안내 PPT
∙홀랜드 흥미유형 찾기
∙진로독서 약속 서명하기

4 ∙흥미유형별 도서 안내 PPT ∙흥미유형 도서탐색  멘토도서 선정하기

5
∙스토리텔링 PPT
∙성 한 오리 구리 우화 도서

∙시각의 차이에 해 생각나 기

6
∙스토리텔링, 상자료
∙거 의 꿈 폴 포츠 도서

∙직업의 편견과 고정 념에 해 생각나 기 ∙멘토독서

7
∙스토리텔링 PPT, 상자료
∙죽은 시인의 사회 도서

∙나의 걸음에 해 생각나 기 ∙멘토독서

8
∙스토리텔링 PPT
∙걸리버여행기 도서

∙인문학  상상력을 통한 꿈 찾기1 ∙멘토독서

9
∙스토리텔링 PPT
∙80일의 세계 일주 도서

∙인문학  상상력을 통한 꿈 찾기2 ∙멘토독서

10
∙스토리텔링 PPT
∙해  2만리 도서

∙인문학  상상력을 통한 꿈 찾기3 ∙멘토독서

11
∙스토리텔링 PPT, 신문자료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 도서 

∙상상력을 통한 미래 사회의 역량 생각나 기 ∙멘토독서

12
∙스토리텔링 PPT
∙행복한 청소부 도서

∙삶의 가치  알아보기1 ∙멘토독서

13
∙스토리텔링 PPT, 상자료
∙나무를 심은 사람들, 도서

∙삶의 가치  알아보기2 ∙멘토독서

14 ∙활동지 린트 ∙책 속 문장 찾기 ∙멘토독서

15 ∙독서퀴즈 ∙단어조합 퍼즐 맞추기

16 ∙진로독서 PPT ∙다양한 직업인들의 사명감 알아보기 ∙멘토독서

17 ∙활동지 린트 ∙사명감 작성하기 ∙멘토독서

18 ∙활동지 린트 ∙20년 후의 나의 모습 설계하기

19 ∙진로독서 PPT ∙진로의 가치에 해 소감나 기

20 ∙진로독서 PPT ∙진로의 가치에 해 소감나 기

21 ∙독서퀴즈 ∙진로독서와 진로의 가치에 해 소감나 기

<표 8> 진로독서 로그램 차시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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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개  청소년 행복지수의 사회 인 상 

이해에 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 다. ‘진로

독서 약속 서명하기’ 활동을 통해 수업의 규칙

과 다짐에 해 살펴보았다. 

2차시에는 ‘진로와 진로독서 의미이해’의 시

간으로 진로개념과 가치의 요성에 해 함께 

공감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차시에는 ‘나

의 흥미유형 알아보기’ 시간으로 자기 이해과

정의 기 단계인 꿈과 흥미에 해 측정도구를 

통해 조사하 다. 4차시에는 ‘모둠정하기, 흥미

유형의 도서 탐색  멘토도서 선정하기’ 시간

과 ‘멘토독서’를 진행하 다. 3차시에 흥미유형

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같은 흥미유형의 친

구들과 1∼6모둠별로 구성된 자리에 앉아서 진

로 멘토 바구니에 담긴 도서를 탐색하며 한 학

기동안 읽게 될 멘토도서를 선정하 다. 이와 

같이 학생 스스로 선정한 진로 멘토도서는 매

주 20쪽씩 ‘진로 멘토독서’ 시간에 정독하여 천

천히 읽기 활동을 진행하 다.

5차시부터는 스토리텔링 시간을 통해 함께 책

을 읽거나 연구자가 직  읽어주기를 하고, ‘진

로 가치’에 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 다. 스토

리텔링의 기본 자료는 연구자가 PPT로 제작하

여 학교도서 의 빔 로젝트를 이용하여 함께 

공유하 다. 5차시의 스토리텔링은 시각의 차이

에 해 생각을 함께 나 었으며, 이어서 멘토

독서 20쪽 읽기를 진행하 다. 6차시에는 진로

독서 스토리텔링과 상자료를 통해 직업의 편

견과 고정 념에 해 함께 생각을 나 었으며 

멘토독서 20쪽 읽기를 진행하 다. 7차시에는 

비된 PPT 진로독서 스토리텔링과 상자료

를 통해 나의 걸음에 해 생각나 기를 진행하

고 멘토독서 20쪽 읽기를 진행하 다.

8차시∼11차시에는 진로독서 스토리텔링을 통

해 인문학  상상력을 통한 꿈찾기 수업을 진행

하 다. 인문 도서를 통해 어릴  꿈을 실 한 

멘토를 심으로 8차시부터 11차시까지 스토리

텔링을 상자료와 함께 진행하 으며, 멘토독

서도 함께 진행하 다. 12차시∼13차시는 삶의 

가치 에 해 심화해서 알아보는 상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진행하 고, 멘토도서 함께 읽기

도 동일하게 진행하 다. 14차시에는 나만의 흥

미유형에 한 진로의 가치를 분석하는 시간으

로 마음에 와 닿았던 책 속의 문장을 찾아 활동

지를 작성하고, 이어서 멘토독서를 진행하 다.

15차시는 그동안 진행했던 진로독서 스토리텔

링을 심으로 단어조합 퍼즐 맞추기 독서퀴즈

를 5개 반 모두 실시하 다. 16차시에는 다양한 

직업인들의 사명감 알아보기 시간을 통해 직업 

멘토에 한 사명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나

고 멘토독서를 이어서 진행하 다. 17차시는 나

의 미래 설계해 보는 시간으로 16차시에 알아보

았던 멘토들의 사명감처럼 나만의 사명감을 통

해 미래를 설계해보았고, 진로 멘토독서를 진행

하 다. 18시에는 나의 미래 설계하기 2번째 시

간으로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활동지를 통해 작

성해보았다. 이어서 멘토독서를 진행하 다.

19차시∼20차시는 한 학기 동안 읽었던 진로 

멘토독서를 통해 진로의 가치에 해 소감을 함

께 나 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 다. 21차시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 독서

퀴즈를 한 번 더 진행하게 되었고 퀴즈 정답자에

게는 맛있는 간식을 시상품으로 달하 으며, 

한 학기 동안의 진로독서와 진로의 가치에 해 

자유롭게 소감을 나 는 시간으로 마무리 하 다. 

본 연구의 수업 단계에 따른 진로 활동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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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텔링 도서는 진로 가치와 련된 도서 조사

를 통해 총 12권이 선정되었고, 진로활동 역

의 ‘자기이해 활동, 진로탐색 활동, 진로설계 활

동’을 심으로 구성하여 반 하 다. 이어서 

본 연구의 진로독서 자료 사진을 <그림 3>과 같

이 제시하 으며, 수업 지도안은 6차시 거 의 

꿈 폴 포츠를 학교 장에 용하기 한 시

자료로 다음의 <표 9>와 같이 제시하 다.

4. 데이터 분석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

기 한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방법을 설계하

다. 첫째, 흥미유형의 집단별 분포 교차분석을 

해 카이제곱 분석(Chi-Square Test)의 피셔

의 정확 분석(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

다. 둘째, 사후평가 검증은 진로독서 로그

램의 용 효과에 한 질 인 연구 분석을 

해 일화기록( 가기록)과 체크리스트, 활동지

를 심으로 다각 인 찰과 실행연구 분석 결

과를 통해 실험집단의 변화과정과 수업 내용을 

분석을 실시하 다. 

4.1 범교과 기반의 진로독서 사  분석

이 에서는 범교과 기반의 진로독서 사  

데이터 분석을 하여 진로독서 활동 진행  

완료 후 집단별 흥미유형의 선호 , 선택  경

향을 분석하기 해 홀랜드의 흥미유형 분석을 

실시하 다. 흥미유형 분석은 RIASEC의 심리

유형은 하나의 닮은 유형과 특성의 유사한 정도

에 따라서 특정 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집

단별 흥미유형에 한 양 자료 처리는 SPSS 

25.0 for Windows 로그램을 사용하여 수

와 교정평균 비교를 각각 나타낸 홀랜드 흥미유

형의 집단별 분포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그림 3> 진로독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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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명 진로독서 차시 6/21차시

학습주제
직업의 편견과 
고정 념의 특징

수업
방법

개념설명, 용학습,
발표, 피드백

상
학교 

2학년

학습목표 1. 직업의 편견과 고정 념에 해 설명할 수 있다.

비물
교사 빔 로젝트, PPT, 스토리텔링 도서, 유형별 멘토도서(바구니)

학생 필기도구

활동도서 거 의 꿈 폴 포츠, 원챈스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활동자료 

도입

학습목표 확인,
학습 재생  
동기유발
(5분)

∘ 성퀴즈를 통한 시학습 
 - 진로의 고정 념의 특징
∘본시 학습목표 제시
 - 직업의 편견과 고정 념에 해 설명할 수 있다.
 - 상을 보고 주인공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에 해 생각해 보고 본받을 

을 생각한다.

PPT,
도서

개

핵심 개념 설명 
스토리텔링
(15분)

∘직업의 편견과 고정 념의 특성
 - 가치 의 의미를 먼  설명하고, 직업 의 의미를 설명한다.
∘스토리텔링 주인공, 도서 소개, 상자료제시 
 - 직업 이 필요한 이유를 어보고, 어떤 직업 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본다.
 - 상 속 책 속 주인공의 인터뷰 모습과 고정 념에 해 발표한다.
 -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가치 의 이 인 모습을 생각해 본다.

PPT,
상자료,
도서

진로 멘토독서
체험활동
(20분)

∘RIASEC 유형의 직업 멘토독서 활동
 - 모둠별 조장은 진로 멘토도서 바구니를 책상에 올려두기
 - 개인이 선택한 한 학기 멘토도서를 꺼내 20쪽 읽기 활동하기
 - 자기 이해 과정을 체험하는 동시에 진로가치  형성 역량 함량
 - 직업의 정 인 가치에 해 발표 후 교사 피드백

진로 
멘토도서

정리
정리
(5분)

∘학습한 내용 정리, 차시 수업 고
 - 직업 은 개인의 진로 선택이나 직업 수행 만족도와 사회 발 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올바른 직업 을 갖는 것이 
요하다.

PPT

<표 9> 진로독서 수업 지도안( 시)

실험집단( 체 N=137)

체 χ 2(p)실험집단1

(N=26)

실험집단2

(N=29)

실험집단3

(N=27)

실험집단4

(N=27)

실험집단5

(N=28)

그룹

유형

실형(R)
4 5 5 5 5 24

17.005

(.653)

15.4% 17.2% 18.5% 18.5% 17.9% 17.5%

탐구형(I)
2 5 4 4 6 21

7.7% 17.2% 14.8% 14.8% 21.4% 15.3%

술형(A)
6 7 4 6 6 29

23.1% 24.1% 14.8% 22.2% 21.4% 21.2%

사회형(S)
1 3 7 5 4 20

3.8% 10.3% 25.9% 18.5% 14.3% 14.6%

진취형(E)
3 6 3 3 5 20

11.5% 20.7% 11.1% 11.1% 17.9% 14.6%

습형(C)
10 3 4 4 2 23

38.5% 10.3% 14.8% 14.8% 7.1% 16.8%

체
26 29 27 27 28 13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0> 홀랜드 흥미유형의 집단별 분포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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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분석(Chi-square Test)은 두 개의 변수를 

교차시키는 교차표를 산출하여 각각 변수에 해당

하는 빈도와 백분율을 한다(김효창, 2014). 이어

서 Fisher’s Exact Test은 검토하는 작은 셀의 기

빈도의 값이 5을 기 으로 작으면 Chi-Square 

Test가 불가능 하며, 이때는 Fisher’s Exact Test

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을 해 범주형 자료에

서 비모수 기법인 교차분석(Chi-Square Test)

에서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체 집단  실험집단1의 경우 그룹유형의 

습형에서 38.5%로 나타나, 상 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실험집단2는 그룹유형의 진취형에서 

20.7%로 나타나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험집단3의 경우에는 그룹유형의 사회형에

서 25.9%로 높게 나타났다. 실험집단4의 경우 

그룹유형의 술형에서 22.2%로 높게 나타났으

며, 실험집단5의 경우에서는 그룹유형의 탐구형

에서 21.4%로 나타나, 상 으로 높게 나타났

다. 마지막 실험집단6의 경우는 그룹유형의 

술형에서 21.2%로 높게 나타나, 유의수  p<.05

수 에서 집단 간 홀랜드 흥미유형의 차이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그룹유형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χ 2=17.005, 

p=.653).

이어서 집단의 체 그룹유형별로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체 집단의 사회형과 진

취형의 그룹은 각각 14.6%로 체 유형  가

장 낮은 분포의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탐구형은 15.3%로 나타나 습형의 그룹유형 

16.8% 보다 낮은 분포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형 그룹유형에서 17.5%로 나타났으며, 체 

그룹유형  술형에서 21.2%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분포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 홀

랜드의 흥미유형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 집단별 흥미유형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범교과 기반의 진로독서 사후평가 분석

이 에서는 범교과 기반의 진로독서 사후평

가 검증을 하여 진로독서 로그램의 용 

효과에 한 질 연구 분석을 실행하 다. 이

를 해 일화기록( 가기록)과 체크리스트, 활

동지를 심으로 다각 인 찰과 실행연구 분

석 결과를 통해 실험집단의 변화과정과 수업 

내용을 분석하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 수업 분석을 

해서 일화기록 즉 가기록된 자료를 활용하

다. 둘째, 체크리스트에는 참가자의 태도, 자

세, 심, 실천 상황을 심으로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찰 항목별, 모둠

별로 5개 반의 내용을 분석하 다. 셋째, 진로

독서 활동지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되는 모습을 

정성 으로 분석하 다. 이처럼 본 연구의 진

로독서 찰 평가는 수업의 질  연구를 하

여 실험집단의 활동모습 과정과 변화된 태도와 

행동을 심으로 분석하고, 수업의 개선을 

한 방안을 모색하 다. 사후평가 검증의 일화

기록 내용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사후평가 검증의 일화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화기록을 통해 실험집단 

구성원 개인의 활동모습과 수업의 태도와 특징

에 한 지도사항을 연구자가 직  찰한 내

용을 객 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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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분석 내용

찰평가

일화기록

( 가기록)

분석내용

요약

▹수업참여 모습의 찰을 통해 가기록으로 찰내용을 상세히 기록하 다. 기록의 내용은 흥미유형과 진로 

멘토독서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과 진로의 가치에 한 인식정도, 구체 인 진로 설계의 변화를 심으로 

분석하여 평가하 다.

<표 11> 사후평가 검증 일화기록 분석 내용

평가 항목 분석 내용

체크리스트

분석내용

요약

▹수업참여 평가 방법으로 참가자의 태도, 자세, 심, 실천 상황을 항목별, 모둠별로 체크하여 평가하고, 가기록

에도 활용하 다.

<표 12> 사후평가 검증 체크리스트 내용

다. 둘째, 체크리스트를 통해 찰하려고 하는 

실험집단의 행동을 5∼6교시에 조사표를 해당

되는 항목을 심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체

크하는 평가 방법으로 검증하 다. 사후평가 

검증의 체크리스트 내용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체크리스트에는 참가자의 태도, 자세, 심, 

실천 상황을 심으로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찰 항목별, 모둠별로 5개 

반의 내용을 분석하 다. 체크리스트의 찰 

항목에는 실험조원의 력 정도 수행 여부, 실

험조원 구성원들의 자발 인 참여 여부, 실험

조원들의 극 인 참여여부, 실험조원들의 실

천성과 이행여부에 따라 찰 항목 내용을 토

로 매주 우수한 모둠을 선정하여 간식을 제

공하 다. 이어서 사후평가 활동지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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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표 13>과 같다.

사후평가의 마지막 검증을 한 활동지 찰 

 분석 내용은 수업  제시된 활동지의 제출 

내용  학생과의 피드백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수학습 자료의 내용으로 참고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진로독서 찰 평가는 수업의 질

 연구를 하여 실험집단을 연구자가 찰하

고 집단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 으며 그 내

용을 분석하여 수업의 개선을 해 방안을 모

색하 다. 

이어서 마지막 사후평가 검증 자료는 진로 

멘토 심의 도서목록을 통해 진로독서 수업을 

더욱 구체화하 으며, 한 학기 동안 참여자가 

직  선정한 진로유형의 멘토도서를 매주 20분

씩 꾸 히 함께 읽으며 수업을 진행하 다. 홀

랜드 RIASEC 유형에 구성된 모둠에는 나와 

흥미유형이 같은 실험집단의 모둠을 구성하여 

멘토도서 바구니를 책상 앙에 올려두고 함께 

읽기를 실행하 다. 본 연구의 RIASEC 유형

에 따라 구성된 진로 멘토도서 목록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본 연구의 진로 멘토도서는 홀랜드의 유형별 

직업카드와 직업종류 100선을 참고하여 학교

도서 에 구비되어 있는 인물 심의 도서 목록

으로 1차 선정하 으며, 흥미유형의 모둠원의 

참여자인 학생이 직  읽고 싶은 책을 2차로 선

정하도록 하 다. 선정된 도서에는 한국콘텐츠

미디어 한국진로교육센터에서 제작한 인물 직

업카드를 책 사이에 꽂아두어 직업에 한 정

보와 멘토의 메시지를 제공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진로독서 로그램에서

의 멘토 심의 도서목록은 학교도서 의 ․

평가 항목 분석 내용

활동지 찰

분석내용

요약

<나의 미래 PICK: 미래의 (20년 후) 내 모습을 자유롭게 스 치하기>

▹활동지 사례1: 20년 후의 나는 기업의 고 디자이 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 인 고를 만들어 돈을 

번 후 올드 카를 타고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간 휴가를 낼 것이다. 휴가 기간 동안 카메라를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며, 그 경험을 토 로 나의 회사를 차려 CEO가 될 것이다. 

▹활동지 사례2: 나의 꿈은 경찰 이다. 40살 까지는 출소가 아닌 경찰서에 들어가고 싶다. 결혼한 지 

2∼3년이 지나고, 쉴 때 마다 여행을 다니며 살고 싶다. 어공부를 꾸 히 할 듯싶다. 20년 후 나는 욕심 

있게 열심히 살 것 같다.

▹활동지 사례3: 20년 후 나는 한국 과학 조리 학교를 졸업한 후 학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것이다. 유학(10년 후) 생활을 하면서 스토랑에 취직(15년 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를 한다. 그리고 

20년 후 쯤 유명한 호텔에 취직(20년 후)하여 호텔 스토랑의 메인 셰 가 됨(25년 후), 그 후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

<표 13> 사후평가 검증 활동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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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멘토 유형 진로 멘토도서 유형 멘토 유형 진로 멘토도서

실

형

R

선장. 항해사 어니스트 클턴

사

회

형

S

상담 문가 행복한 심리학

사물인터넷 문가 스트  잡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빅데이터 문가 빌 게이츠 사회단체활동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요리사 라스베이거스 아키라 백 선생님( . 등학교)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

간호사 나이 게일 한의사 아름다운 동행

생물학연구원 장 앙리 르 항공기계실승무원 미소가 아름다운 승무원

미래농업 문가 그 고어 멘텔 통역사 시원스쿨 말하기 어표

컴퓨터 로그래머 김택진 치과 생사 의사의 모든 것

의사 험한 의학 명한 치료 노무사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제과제빵사 꿈을 찾는 십 를 한 직업멘토 호텔 시어지 호텔 아이리스

탐

구

형

I

천문. 기상연구원 장 실 아나운서
인생, 강하고 슬  그래서 아름

다운

우주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
1인미디어콘텐츠창

직자
유튜 로 인생역

3D 린 문가 래리 페이지

진

취

형

E

운동선수 추신수

수의사 조지 카버 국회의원 문재인

물리학자 리처드 인먼 건축가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투자분석가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티 래 이벤트 연출가

로 공학자 헨리 포드 쇼핑호스트 쇼핑호스트 어떻게 되었을까

가상 실 문가 스티  호킹 여행안내원 몽골 유랑기

조항사 마리 퀴리 다이어트 로그래머 구나 10kg 뺄 수 있다

동물조련사 찰스다 기업고 임원(CEO) 7막7장 그리고 그 후

고기획자 인문학으로 고하라 군인(장교) 나의 직업 군인(해군)

큐 이터(학 사) 큐 이터 박물 학 경찰 노빈손 경찰 특공 에 가다

로 일러 정의롭다면 로 일러 외교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 

꿔라

술

형

A

안무가 강수진

습

형

C

약사 약사가 말하는 약사

화가(미술가) 만화가가 말하는 만화가 회계사 회계사가 말하는 회계사

패션디자이 디지털 패션디자인 양사 식탁 의 명

작곡가 리얼 작곡가. 작사 로듀서 사서 독서천재가 된 홍 리2

연주가 이루마의 작은방 비행기조종사 하늘을 날고 싶다면 일럿

방송작가 웹소설 Web 작가 변호사 그림 읽는 변호사

만화가(웹툰작가) 어느 날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회조사 문가
세상에 하여 우리가 더 잘 알

아야 할 교양

개그맨(코미디언)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

니다.
비서 비서처럼 행동하라

사진작가
감동이 오기 에 셔터를 르지 

마라
행정공무원 튀는 공무원이 세상을 바꾼다

가수 목소리를 높여  high!

　성우 목소리로 세상을 두드리는 성우

시각디자이 엄마, 디자이 가 되고 싶어요

<표 14> RIASEC 유형의 진로 멘토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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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별로 구비되어 있는 도서를 심

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심 있어 하

는 희망도서나 교사의 추천도서 등을 구입하여 

다양한 멘토도서로 활용이 가능하다.

5. 결론  제언

가치 은 개인의 사회사상과 일상의 생활의

식이 결합된 과정에서 형성되며, 두 가지의 측

면을 내포한다. 첫째 도덕  기 에서 어떤 행

동의 옳고 틀린지에 한 단이다. 둘째 가치

 기 에서 어떤 상태가 행복하고, 불행한지의 

단이다. 가치 은 두 행 의 가름이 되는 행

동과 생활의 기 이 된다( 키백과, 2020). 즉 

사람들이 가장 기본 으로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써 개인 인 기 이 되며, 반 인 성취

에 있어서 개인의 목표로 구분된다. 

이어서 직업 가치 은 직업에 한 가치 기

이며 일에 한 태도로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직업과 련하여 바람직한 방향

과 행동의 기 이 된다. 이러한 직업 가치 은 

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직업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직업의 선택과 가치 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직업 가치 이 확립

되지 못한 사람의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직업 결정에 무 심하고 흥미가 없다. 

둘째, 직업 비에 일 성이 없고 불안해한다. 

셋째, 직업 목표에 열 하지 못하고 무엇을 어

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한다. 넷째, 

직업에 한 특별한 목표가 없고, 직업에 한 

타인의 의견을 지나치게 추종한다. 다섯째, 직

업 비에 의욕이 없으며 우유부단한 성향을 보

인다. 사람은 직업을 통해 자신을 능력을 발휘하

고 꿈을 실 한다. 이처럼 직업은 단순한 생계를 

한 경제  수단의 차원을 벗어나 자아실 과 

직결되므로 직업에 한 올바른 가치  형성이 

필요하다(김인기 외, 2017). 특히, 청소년 시기

에 가치  형성이 요하다. 이에 2015 학교 교

육과정 편성 운 이 어렵다는 장의 요구를 반

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범교과 학습주

제의 학습 활동이 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범교과 학습주제의 성취기

을 분석하여 학교도서 에 활용할 수 있는 

진로독서 로그램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학교 

장에서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교과 교육과정과 범교과 학습주제의 내용요소

와 성취기 을 분석하 다. 범교과 학습주제는 

10개의 주제를 범주화하여 진로교육 과정의 세

부 내용요소를 통합 으로 다루고 있는 학습 활

동을 제시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교과 

기반의 독서교육 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업모

형을 설계하 다. 

둘째, 범교과 기반의 진로독서를 장에서 

실 하기 해 학생 5개 반의 137명을 상

으로 학교도서 에서 총 21차시의 수업을 진행

하 으며, 진로독서 수업모형의 자기이해, 진로

탐색, 진로설계 역으로 로그램을 구성하여 

수업을 실행하 다. 셋째, 연구의 분석을 해 

진로독서의 양  평가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

으며, 데이터 처리는 SPSS 25.0 for Windows 

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Chi Sq-uare 

Test)의 Fisher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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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SEC 유형의 집단별 분포 교차분석 하

다. 분석 결과, RIASEC 유형의 경우 습형 

38.5%로 실험집단1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진취형은 20.7%로 실험집단2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형은 25.9%로 실

험집단 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술형에서는 

실험집단 4에서 22.2%, 실험집단6에서 21.2로 

높게 나타났으며, 탐구형에서는 실험집단5에

서 21.4%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수  

p<.05수 에서 집단 간 홀랜드 흥미유형의 차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그룹유형에

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χ 2=17.005, p=.653). 

넷째, 사후평가 검증을 해 진로독서 로

그램의 연구설계에 따라 연구자가 직  찰하

고 기록한 사후검증 데이터를 질 연구 수행을 

해 분석하 다. 이를 해 일화기록과 체크

리스트의 자료를 분석하 으며, 수업에 사용한 

활동지의 결과를 토 로 실험집단의 변화과정

을 다각 인 찰과 실행연구로 분석하 다. 

이어서 실행 데이터 분석 차원에서 교과 교육

과정의 연계성, 범교과 학습주제의 용성, 진

로독서 교육의 수업모형 설계, 로그램 개발과 

도입으로 진로 멘토독서 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 으로 상정하고 분석하 다. 한 진로교

육의 체계 이고 종합 인 성취기 을 심으

로 개념과 목표를 반 하여 학교 장에서 구

하 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진로독서 분야

의 연구와 범교과 학습주제의 후속연구를 해

서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 범교과 기

반의 진로교육 로그램과 멘토 심의 진로도

서 목록은 학교 장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함께 제시하 다. 향후 본 로그램을 활용

하여 학교도서  심의 진로독서 로그램의 

후속 연구로 실 된다면 더욱 유용하고 장성 

있는 학교 장의 로그램으로 발 될 것으로 

기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집단 학생 5개반 137

명을 상으로 수업을 실 하면서 흥미유형의 

사 평가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 으나 

사후평가 시기에 기말고사 시험과 단축 수업의 

등으로 인해 사후평가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은 

검증하지 못하 다. 다만 장에서 실험집단의 

진로독서 로그램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일

화( 가)기록과 체크리스트, 활동지에 기록된 

데이터를 연구자가 직  분석하면서 본 연구의 

수업모형 로그램이 실험집단에게 가장 필요

하다는 것을 제시한 이 정 인 교육의 성

과로 기 한다. 

셋째, 부분의 실험 상자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지, 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진학을 어

디로 가야할지, 꿈에 한 고민과 흥미가 없었

지만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래의 자신을 활

동지에 설계하면서 구체 인 진로의 가치와 꿈

에 해서 고민하며 진심을 담아 작성하는 모

습 등을 통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인문학  상상력을 통한 꿈 찾기’, ‘스토리텔링

과 4차 산업시 의 직업에 한 심도’가 높았

으며 독서퀴즈 수업에 즐거워하며 만족감을 표

하 다. 

넷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문제

은 다문화 실험 상자가 흥미유형의 멘토도서

를 선정할 때 자신이 원하는 진로 역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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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인이 소화하여 읽기를 어려워하 고, 1차

로 선정된 흥미유형에서 2차로 수가 높게 나

온 흥미유형으로 옮기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

처럼 다문화 실험 상자 뿐만 아니라 아직 독

서습 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을 해 동일한 

멘토유형의 다양한 진로도서를 비하고, 사

에 실험 상자들이 좋아하는 인물과 심 있는 

진로와 직업에 해 조사하여 진행한다면 창의

 체험 활동  비교과 활동 교육 역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  심의 체계 이고 

실제 인 진로독서 로그램은 학생의 자기

이해 과정의 진로가치  형성을 실 하고, 이

를 통해서 자기주도 인 진로개발역량의 학업

성취는 물론 평생 독서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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