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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보스 포럼은 2020년까지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영국 옥스퍼드대 연
구팀은 2033년까지 현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단언한다. 데이터로 뒤덮인 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
야할 미래세대를 위해 “어떠한 진로교육을 해야 하는가?”는 현 세대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화두이다.
왜냐하면 이는 미래세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혁명에서는 주로 생산직이나 일부 서비스업종 일자리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무직과 전문직에서도 일자리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전문직의 역량도 대부분 AI로 대체될 확률이 높고 이러한 직업 감소가 서서히 이
뤄지는 게 아니가 급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의 학생 중심의 진로교육과 더불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고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제시한다.
핵심어 : 4차 산업혁명, 일자리, 혁신, 진로, 진로교육

Abstract
Davos Porom predicts that by 2020, more than 5 million jobs will disappear, and the Oxford University
research team asserts that by 2033, 47% of the current profession has disappeared. "What kind of career
education should be done for future generations to survive in the era of data-driven science and
technology?" Is an important topic for educators of today's generation. This is because future generations
are more likely to have jobs that do not yet exist. In the pre-4 industrial revolution, jobs were mostly
changed in manufacturing or in the service sector, but aft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fice and
professional jobs are more likely to be threatened.
In future societies, most of the profession's abilities are likely to be replaced by AI,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such a decrease in professions will not be achieved gradually. Therefore, not only the current
student-centered course education but also adult path education is necessary. This study examin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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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route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sents the direction of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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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되었다. 이

번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로봇과 인공지능(AI), 생명공학, 3차원(3D)
프린팅 등의 기술 발전으로, 세계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2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이와 동시에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순감
소할 것으로 예상했다.[1] 이처럼 파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야할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는 진로교육의 중요한 화두이다. 왜냐하면 이는 미래세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혁명에서는 주로 생산직이나 일부 서비스업종 일자리에서 변화가 있

었다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무직과 전문직에서도 일자리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구글이나 아마존 등 기업 스스로가 중심이 돼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독일, 일
본, 중국 등은 정부가 앞장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초중고를 망라하여 '진로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 일반고에 이어 2017년에는 초등학
교와 중학교에서도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되었다.[2]
미래사회에서는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고 여러 개의 직업을 가져야하며 직업을
여러 번 바꾸며 살아가야한다. 따라서 학생 중심의 진로교육과 더불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교육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로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고 패러다임 변화
의 방향 제시한다.

2.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2.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초지능화 시대를 의미한다.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미래
사회에서는 디지털로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모든 사물이 기술로 융합되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개최된 다보스포
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반사무직을 중심으로 제조ㆍ예술ㆍ미디어 분야 등에서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컴퓨터ㆍ수학ㆍ건축 관련 일자리는 약 200만 개가 창출되어 결과
적으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혁명에서는 주로 생산직과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변화
가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의사, 약사, 은행원 등의 사무직 종사자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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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문직 종사자까지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3] 직업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사라지는 직업만큼이나 큰 폭의 직무의 변
화도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인간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사회체제의 변
화는 직업구조를 급격히 변화 시킬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이 급격한 것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 첨단 기술에 의해 취약해 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군 [4]
[Fig. 1] 4th Industrial Revolution Occupational group [4]

김한준(2016)은 4차 산업혁명이 직업세계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재직자 인식 조사
에서 우리나라 한국고용직업분류 23개 중분류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종사자 다수는 4차 산업혁명으
로 인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업무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인공지능이
나 자동화와 같은 기술이 자신의 모든 업무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첨단기술
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
다고 말했다.[5]
이승규 지선미(2017)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과 전망 조사에
서 국내 전문가 그룹이 기술진보에 의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일자리 변화가 2021년에서 2022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2016년 ʻFuture of Jobsʼ 보고서를 통해
전망한 2017년에서 2020년 이전과 비교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늦은 시점임을 강조하였다.[6]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향후 직업의 변화는 직업의 감소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기술적 요인에

ⓒ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8 HSST

507

A Study on the Direction career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의해 수행하는 업무가 변화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탐색과 이해도 중요하지만 변화
하는 업무에 적응하고 스스로 변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에서의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림 2] 국내 일자리에 대한 기술진보의 영향시기 전망 [6]
[Fig. 2] Prospects of the Period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Domestic Jobs [6]

2.2 미래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미래사회의 직업은 그 일자리가 수행하는 직무의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연결기기와 인공지능이 결부된 기술진보에 의한 자동화는 과거와 다른 차원으로 전
개되고 다양한 직업들의 ‘직무’를 변화시키고 있다.[7]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우려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는 AI와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
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원영(2016) 미래창조과학부 선임연구원은 지능정보기술이 지배하는 미래사회에서 다음 세 가
지 관점에서의 직업이 유망하다고 보았다. 첫째 감지관련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스마트센서 개
발자, 비전인식전문가, 사물 및 공간스캐너 등의 직업, 둘째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화 관련 직업, 셋째 동작이나 음성을 이용하여 사물을 제어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직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8]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이 올바로 동작하려면 기계 인근의 사람, 지형, 교통신호와 같은 비정
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변상황을 정확히 감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센서 개발자, 비
전인식전문가, 사물ㆍ공간스캐너 등의 직업이 새롭게 탄생하거나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
았다. 또한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지능화 관련 직업의 경우는 사물로부터 끊임없이 수집되는 엄청
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함으로 성능목표를 설정하면 스스로 디
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성적 디자이너, 대출 희망자의 소득이나 부동산, 금융실적 등을 분석
하여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자율을 결정하는 P2P대출전문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상 징후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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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설비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예측수리 엔지니어 등의 직업도 눈여겨 봐야하며 사용자 인
터페이스 분야에서는 오감을 통해 가상현실을 구축하고 가상공간 내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오감제어 전문가, 로봇에게 주어진 업무를 교육ㆍ훈련하여 현장에 투입시키고 직업훈련이 가
능한 협업로봇을 개발하는 로봇 트레이너,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발 상황에 운전자에게 효과적 경
고를 하고 운전권한을 넘기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인간ㆍ자동차 인터페이스 개발자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3] 새로 등장할 유망직업 [9]
[Fig. 3] A promising new job [9]

3.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3.1 현재 진로교육
안윤정, 임윤서(2017)[10]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학생 인식을 조사하여 진로교육의 방향을 모
색하였고 김지영(2014)[11]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의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진로발달에 미
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안윤정, 임윤서(2017)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직무능력으로는 기술적
능력, 복합문제해결 능력, 콘텐츠 능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는 기술, 융합, 인
성, 진로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김지영(2014)은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이 대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진로사고의 발달을 가져오는
경험학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대학생 진로발달에 있어 효과
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학습 관점에서의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하여, 학습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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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16~’20) 을 발표했다.[12]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 진로교육의 의미와 비중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직업의 사회적 의미의 폭이 자아실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
진하고 있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의 핵심인 ‘진로인식(초등학교)-진로 탐색
(중학교)-진로 설계(고등학교)-진로 선택(대학교)’은 산업 시대의 전형적인 직업선택모델에 가깝다.

앞으로의 진로교육은 개인의 가치실현과 자아발전까지 고려한 생애설계에 중심을 두어야한다.

[그림 4]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 [13]
[Fig. 4] School classification system for career education [13]

3.2 수요자 중심의 진로교육
정명애(2016)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관점으로 보면 전통적 일자리는 감소하게 되지만 과학
기술로 진화한 컴퓨터와 로봇이 지상낙원인 디지털 아테네(Disital Athens)시대를 불러 온다면 신
기술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증대와 소비증가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 도 있다고 보
았다. 어떠한 전망이 주류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래 사회 기술 혁신의 바람직한 미래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며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과학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
조 하였다.[14]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전세대와 달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는
다양한 직업의 변화와 달라지는 직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기인한
직업세계의 변화는 생애설계를 중심으로 한 평생직업교육체제를 요구한다. 이제 직업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활용이 아니라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서 직업과 기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가능한 창의적·인지적 능력을 가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
로교육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커리큘럼이 중심이 되는 주입식 교육 및 훈련제도에 국
한되어 있지만 이제는 산업 현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심층학습(deep-learing) 중심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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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야 한다. 학습을 통한 지식 습득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 것
이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심층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역시 핵심역량에 중심을 둔 평생교육으로 전환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는 기존 기술을 현장에서 배
우는 직업훈련으로는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비중을
현재의 58%에서 2025년에 12%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서비스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15]

[그림 5] 미래사회의 필요역량 [15]
[Fig. 5] The necessary capabilities of future societies [15]

4. 결론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은 다양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한다. 수요자 스스로 자기 삶을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교육정책 등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요자 또한 시대적 변화의 속도를 인지하고 스스로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해야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와 직무역량의 변화를 고찰하고 인간의 가치에 중
점을 두는 개인의 삶 전체를 고려하여 진로교육을 설계하고 시스템 창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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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한 현 시점에 미래사회의 직업과 진로에 대
해 고찰하고 수요자 중심의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인
력 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의 재직자들과 업무의 뚜렷한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에 대한 진로교육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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