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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흐름

정보활용능력

의사소통력

창의・융합능력 
협응력 

도입
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 중 모둠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한 가지 직업명 선택하기

선택한 미술 직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수집하기

전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미술 관련 직업 조사 활동지와 직업 결과물 계획서 작성하기

미술 관련 직업인 인터뷰를 작성(체험학습과 연계 가능)하여 직업인과 만남 갖기

직업 미술 결과물 만들기

정리 직업 미술 감상 및 설명회

수업 활동 내용 진로역량

미래 직업, 내가 디자인 하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 다양한 미술 관련 직업의 세계를 알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둠 중심의 활동 수업을 통해 다른 친구와의 소통 능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구해 봄으로써,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하여 탐구하기를 기대하였다. 학생들이 구체적인 직업 

세계의 이해로 그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예술적 장인 정신을 경험하여 자신의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고민의 시작

수업 스케치



미술 관련 직업 조사 활동지를 통한 직업 안내 포트폴리오 만들기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인터넷, 서적 등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 
활동지를 작성하며, 모둠이 선택한 미술 직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콘셉트 및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재료와 방법을 찾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 직업의 창의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직업에 대한 구체적 안내 내용이 들어가도록 한다.

미술 관련 직업인 인터뷰

모둠원 협의를 통하여 미술 관련 직업인을 선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인터뷰지를 작성한 후, 직접 섭외하여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직업인을 만나기 위하여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므로 학생들의 적극성을 함양하는 좋은 
경험이었고, 학생들이 가장 잊지 못할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직업 미술 결과물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안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작성 한 후 실제로 그 직업인이 되어서 직업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다.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직업의 전문적인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예술적인 직업 정신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 및 흥미와 직업 관련성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미술 관련 직업에 대한 자유 창작물 제작 수업은 계획부터 결과까지 학생 스스로 

책임지고 자유롭게 입체나 북아트, 팸플릿 형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술 관련 직업인 인터뷰 활동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나 체험학습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밖 활동으로 

확대할 수 있다. 

매 수업시간마다 수업이 끝나기 전 10분 정도를 할애하여 모둠활동 진행 과정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모둠과 진행 과정을 공유하게 하는 것도 자신의 

모둠 활동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직업에 대한 자유 창작물 제작 수업은 계획부터 결과까지

고 자유롭게 입체나 북아트, 팸플릿 형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점이 있다. 미술 관련 직업인 인터뷰 활동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적극

탐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나 체험학습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밖 활동으

확대할 수 있다. 

매 수업시간마다 수업이 끝나기 전 10분 정도를 할애하여 모둠활동 진행 과정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모둠과 진행 과정을 공유하게 하는 것도 자신의

둠 활동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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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둠이 관심있는 미술 관련 직업을 적어 보자

직업명

직업 특징

직업명

직업 특징

직업명

직업 특징

직업명

직업 특징

내가 만든 시간에 관한 명언

모둠활동지
모둠장

모둠원

우리 모둠이 선택한 미술 관련 직업은?

우리 모둠이 선택한 직업의 정보 기록하기

아래 내용을 기초로 다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자

◦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 해당 직업의 대표적인 직업인은?
◦ 이 직업의 장단점은?

◦ 관련 학과와 자격증은?

◦ 해당 직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 이 직업의 미래 발전과 변화 가능성은?

◦ ◦

◦

◦

◦
◦
◦



모둠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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