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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sis researches related the promising career and job outlook and to provide 

the direction for job choice to engineering students.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council were us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nalyzed that these jobs were promising, that is, environmental scientist and specialist, earth 
scientist and hydrologist(education and research related career),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 civil engineer, landscape 
technician, land surveyor․map production expert ․ photo surveyor ․ surveying technician(construction related career), material engineer 
(mechanics and material related career), mine and geology engineer(chemistry, fiber and environment related career), computer 
system design and analyst, system software engineer, application software engineer, web specialist, and computer support specialist 
(electrical and telecommunication related career) and food engineer(food related career). In addition, health ․ silver specialist, bio ․
biomedical engineer, renewable energy specialist etc. were promising by considering social and economic trend for demographic 
change like aging and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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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는 과

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지원 전략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영입하

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융합기술과 녹색성

장 기술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창조적으로 주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과

학기술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고, 이

공계 인력 수요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산업간/학문간 융합

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공계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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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펙트럼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네트워

크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는 기술혁신에 의한 경쟁이 더욱 확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산업기술의 빠른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종래와 같은 공

급자 중심이 아닌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정

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공계 인력의 공

급능력 확충속도에 비해 수요처의 증대가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과학기술 관련 일자리 비중이 낮

아 이공계 출신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김정흠 외, 

2006). 또한, 아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선진국

에 비해 낮고,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들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

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전공자들의 진로가 연구 개

발직과 엔지니어로 국한되어 있어 졸업 후 진로 선택의 폭이 좁

은 것이 현실이다(허대녕 외, 2008).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이공계인력 관련 정

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립하고 이공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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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 육성 ․
지원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함과 아울러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효과적인 활용, 그리고 처우 개선에 이르기까

지의 전주기적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차

년도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2차년도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원을 해야 할 대

상은 바로 이공계 대학생이다. 그러나 이공계 진학에 대한 청

소년들의 기피 현상이 팽배해 있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부

교육이 이론교육 위주여서 현실 수요와 괴리되어 있다는 산업

체의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2000년대부터 활성화된 공학교육

인증제도가 정착하면서 공학교육 시스템 구축에 많은 진전은 있

었으나 각 대학별 자율성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다소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공계 인력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진로를 개발해 주는 노

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이공계 인력이 앞으로 5년, 10년 후

에 종사하게 될 직업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신기술(emerging- 

technology) 성장 전망과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전망을 바탕으

로 하는 미래 유망 직업을 전망하는 연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사회 진

출 시 직업과 진로 선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

고, 이러한 유망직업과 인력육성 체계를 연계시킴으로써 이공계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며, 미래 핵심기술을 선

도할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이공계 인력들이 대학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미

래의 유망직업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이공계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의 산업 및 고용 동

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이공계 분야의 유망직업 조사 연구결과

를 분석 ․종합하여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공학교육의 방

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협의회를 진행

하였다. 즉, 국내외에서 유망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

고 있는 문헌을 분석하여 유망직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한

국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을 통해

서 이공계 분야의 직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공계 분야의 산

업 전망 및 인력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관련된 문헌들을 참고하고, 민간차원에서 신문이나 도서자료 등

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망직업 중 이공계 분야에 국한하여 함께 

분석 ․종합하였다.

또한, 이공계 분야의 유망직업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의 직업전망 연구를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는 ｢2009 한국직업전망｣을 중심으로 이공계 직업에 해당

하는 직업들의 직업전망을 살펴보았고, 미국은 노동통계국(BLS)

에서 발간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중심으로 

500여개 직업(세분류)에 대해, 그리고 호주는 고용부(DEWR: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와 정

책연구센터(COPS: Center of Policy Studies) 및 호주 통계청

에서 제공하고 있는 500여개 직업에 대한 평가 내용을 분석하

였다.

이와 같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종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의 적절성,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의 타당성 등에 대해 자문

을 구하기 위해 국책연구소에서 직업 및 진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을 초빙하여 전문가협의회를 진행하였다.

3. 용어의 정의

가. 이공계 인력

이공계 인력이란 이학 ․공학 분야의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

의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나. 이공계 인력 유망직업

이공계 인력 유망직업이란 이공계 인력이 대학 졸업 후 사회

에 진출할 때 진로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직종 ․직업군으

로서 임금 수준, 고용 전망, 발전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말한다. 

II. 미래의 산업 및 고용 전망 분석

1. 산업 동향 및 전망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980년대 후반까지 제조업이 주요 산

업성장 동력이었고, 이러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화학공

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국내보다 해외 시장의 의존도가 더 높

았다. 경제의 개방화가 크게 확대된 1990년대 이후, 한국 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은 고용의 서비스화, 실질가격기준 생산의 제

조업화 및 정보기술화로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로 들어서면

서 중화학공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반면 경공업은 낮은 성

장세를 나타내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보기술산업은 2000

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탈제조화는 느리지만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국내 산업은 급속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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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정을 거쳤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장개방의 압력과 더

불어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급격한 구조변화가 예상되

고 있다. 구체적인 구조변화의 과정은 세계시장의 경쟁구도와 

기술변화,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격차 등으로 인하여 산업별로 

차이가 날 것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지식집약화와 경제의 서

비스화가 진전되면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

는 반면,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산

업연구원, 2009). 

산업연구원(2009)에서는 2020년 유망산업의 비전과 산업전

략이라는 연구를 통해 적절한 정책수단이나 개별 조치를 통해 

한국경제가 효율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조류나 흐름

인 ‘메가트렌드’를 제시하였다. 즉,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노동

․자원 및 경영, 기술 혁신의 가속화, 새로운 문화 형성과 신소

비패턴, 그리고 한국의 특수상황 5개 분야에 대해 15대 메가트

렌드를 제시하였다(송병준 외, 2006).

한편, 조용수(2010a, 2010b)는 2020년까지 다가올 10년 동

안 세상을 바꾸어 나갈 5가지 변화의 핵심 원동력으로 ‘중국’, 

‘자본주의 2.0’, ‘고령화’, ‘이산화탄소(CO2)’와 ‘초연결(Hyper- 

connection)’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5가지 핵심 동력 중 이미 

경제와 산업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으며, 앞으로 10년 후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칠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면서 향후 

10여년 동안 미래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요인

들은 이상의 5가지 외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IT, 바이오 ․의료, 나노 신소재, 그린 테크놀로지 등 많은 분야

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매혹시킬 새로운 기술들이 

다음 10년 동안 다수 출현할 것이고, 이러한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과 진보는 어느 시대에서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산업 구

조와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만큼, 다음 

10년 동안에도 과학기술은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인이 될 것이

라고 전망하였다.

오세홍 외(2009)는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존망(存

亡) 기술의 발굴’에서 ‘국가 존망(存亡) 기술’을 ‘21세기 새로

운 패러다임 시대의 주력산업을 개척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공격적 R&D투자가 필요한 기술‘이라 정의하

였으며, 국내외 125개 미래유망기술을 후보군으로 선정해 미래 

산업 성장을 견인할 기술을 “지식, 녹색성장, 생명과 건강”의 3

대 핵심 키워드를 기준으로 14개의 국가 존망 기술을 발표하였

다. 미래 성장주도 산업 도출은 미래 이슈 도출 및 미래 이슈 해

결에 필요한 미래 산업 도출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글로벌화 

진전 및 지식기반경제 강화,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심화 및 산

업구조의 변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표준과 지적재산권의 중

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융 ․복합에 

따른 신기술 등장과 개방형 협업 체계 확산, 혁신적 의학기술 

수요 급증의 선진국 관점과 우리나라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7개의 주요 이슈에 대한 대처 ․해결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

고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IT나노소자, 디

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이 주축을 이루는 반도체/전자

부품, 통신기기 산업이 주도적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가상현실

과 융합형 콘텐츠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 서비스가 2013

년을 기점으로 주축을 이룰 것이라 전망하였다. 2016년 이후는 

자동차/기계 정밀기기의 제품 생산형 산업보다는 녹색성장을 견

인할 존망 기술로 에너지 ․환경 관련한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수소에너지 기술이 주도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2020년에

는 본격적으로 BT(Bio Technology)/HT(Health Technology)

기술이 산업을 이끌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러한 여러 산업 동향과 전망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국제 

산업의 영향을 줄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녹색성장”과 “개도

국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 생태계 파

괴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인류 생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어 기후변화 협상이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하였으며 각국은 철저한 시장논리로 대

응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후의 산업은 환경, 고부가가치 기술, 

국제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변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은 결과적으로 국내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주력 산업으로 하며, 

개도국으로 제조업을 수주하는 산업구도로 변화할 것으로 전

망한다. 또한 선진국으로의 수출업보다는 개도국과 국내 내수에 

의해서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고용 전망

가. 인구 및 노동력의 변화

인구의 변화는 직업 고용시장과 수요공급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

여 노동력의 수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각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020년 미래에는 고령화, 저출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밀

레니엄 세대의 정착 등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사

회 구조 전반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변화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21세기 들어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 추

세가 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국 등을 비롯한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도 전반적인 영양상태 및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으로 

고령자의 절대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거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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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던 1970년과 1980년에는 인구성

장률이 각각 2.21%와 1.67%로서 전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

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0.26%로 거의 증가하지 않고, 

2020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인구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소비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산업규모의 축소를 일으킬 것이고, 전체 인

구의 평균연령이 2010년에 38세로 1980년의 26.9세와 10세 

이상이 차이나며 2020년 이후에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더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소년층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로 인하여 노년 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경제 참여인구는 1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가장 큰 노동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25세～54세의 인구이다. 주요한 경

제 참여 연령인 25～54세의 인구는 2000년대로 올수록 증가세

가 감소한다. 2010년은 전체 인구의 약 49.3%가 경제 참여 인

구지만, 2020년에는 그 수가 감소하여 45%만이 경제에 참여하

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고학력화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교육

정도에 따른 취업자의 수를 비교하면 2000년에는 전체 취업자 

중 24.6%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나, 2009년에

는 전체 취업자 23,506명 중 26.2%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취업자의 수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남성들에 비하여 여성의 

교육 수준이 떨어졌지만 1990년대 이후에 그 격차가 점차적으

로 줄어들고 있다. 

나. 고용시장의 변화

산업인력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는 어떤 분야는 인

력이 남고 어떤 분야는 인력이 부족한 구직난 속의 구인난 현

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경우 노동

시장에서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고급 기술 인력의 수요가 지

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고부가

가치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회복과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예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우

리 경제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력 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문제점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 및 설비 자동화와 정보 통신 기

술(ICT) 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때문이다. 정보기술산업은 노

동집약적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술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즉 제

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손이 필요하기 보다는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장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설비자동화는 어느 나라에서건 필연적인 것이

지만 IT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화가 더욱 가속

화되며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은 그만큼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력 변화로 인하여 고임금과 단순 제조업의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경제성장에 비하여 그 규

모는 매우 작아지며 25～30세 청년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누적된 미취업자로 인하여 고용

시장의 노동력 과포화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이공계 유망직업 연구동향

1. 유망직업 선정 기준

미래에 유망한 직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직업 선택 

기준이 다른 만큼 다양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망직업은 대체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직업, 소득이 높은 직업, 전체적인 수요가 많은 직업을 말한

다. 또한,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유망직업을 선정하

기도 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직업일수록 여

러 사람들로부터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지희, 2000).

또한, 조경동(2006)은 유망직업의 개념을 보수가 높고 취업

기회가 큰 직종으로 보는 견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직업,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직종, 그리고 고

부가가치 산업의 직종을 유망직업으로 보는 견해, 향후 고용규

모의 증가 정도, 매년 창출되는 신규고용의 규모 및 사회적 인

식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접근성,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그

리고 고용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 하는 성장성 등을 기준

으로 하는 견해, 성장률이 높은 직업, 소득이 높은 직업, 그리고 

고용 창출능력 또는 총수요가 많은 직업을 일반적인 유망직업의 

기준이라고 보는 견해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망직업에 대한 학자들의 기준과 외국의 사례를 정리

해 보면, 크게 임금(소득), 고용, 기타로 구분할 수 있고 구체적

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유망직업은 미래에 직업의 가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써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

문에 선정 기준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인 임금과 고용 

규모 및 성장률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외에

도 직업 또는 관련 산업의 발전가능성, 직업안정, 전문성, 만족

도, 사회적 위상 등도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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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 of the promising career

학자(국가) 임금(소득) 고용 기타

미국 BLS 임금
고용성장률
인력채용 수

캐나다 Job Future 임금
일자리기회
실업률

호주

실업률
고용성장률
이직에 의한 일자리 변화
인력부족
공석수준

성장산업 소속 여부

김재원(1996)
높은 보수
순기대 소득이 높은 직종

취업기회가 큰 직종

이정표, 권혁규(1999) 고소득 보장
취업기회
직업안정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개인적 만족 충족

어수봉, 강선희(2000)
성장성
신규고용규모

매력도

오은진 외(2006) 임금 고용규모
숙련수요
직업의 사회적 위상

한상근 외(2006) 보상
고용전망
고용안정
고용평등

발전가능성
근무여건
직업전문성

2. 국내외 이공계 직업 전망

가. 한국의 이공계 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은 재직자 뿐만 아니라 향후 일자리를 갖게 될 

예비구직자나 청년층에게 통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각 직업

에 대한 미래 전망 등이 담겨 있는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

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직업전망서를 1999년부터 격년으로 발간

하고 있다. 

2009년에 발간된 ｢2009 한국직업전망｣은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16개 분야 186개 직종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데, 각 직업별로 하는 일, 근무환경, 되는 길, 필요한 적성과 흥

미 및 향후 5년간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한, 이외에도 청소년이나 일반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직업

별 종사자 현황, 수입 등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고, 그 밖의 

경력개발을 원하는 재직자나 학부모, 직업상담원, 관련 연구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9 한국직업전망｣에서 제시한 직종 중 이공계 관련 직업

으로는 교육 및 연구 관련직, 법률 및 공공서비스 관련직, 건설 

관련직, 기계 및 재료 관련직, 화학 ․섬유 및 환경 관련직,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직, 식품가공 및 농림어업 관련직 등 7

개 분야의 24개 직업이 있다. 다만, 대학교수, 중등학교 교사와 

같이 이공계 직업과 다른 계열 직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

외하고 순수한 이공계 직업의 전망만 제시하였다.

나. 미국의 이공계 직업전망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은 

거시경제모형을 활용하여 전망기간이 10년인 중기모형으로써 2

년마다 산업별 ․직업별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을 실시

한다. 전망은 교육훈련 등 노동공급 측면은 고려되지 않으며, 수

요중심의 전망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BLS 모

형에 의한 고용전망은 추정인구 및 노동력 수준 전망, 거시경제 

전망, 산업별 전망, 직업별 전망 등 크게 4가지 부문에 대한 전

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환류과정(feedback process)을 

거치는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 전망이 이루어진다(황규

희 외, 2009).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는 직업전망서인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는 세분류 직업별로 10년 단위로 전망한 직업전망

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직업에 대한 주요 특징, 직업의 

특성, 작업환경, 훈련 및 관련 자격과 승진, 고용, 임금 등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월 직업과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잡지를 발간하여 직업전망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여

기에는 최근 미국의 광범위한 직업의 변화 추이에 대한 정보, 

미래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격, 임금 및 고용현황에 대

한 정보를 담고 있고, 미국을 대표하는 250여개 직업을 관리, 

경영 및 금융직, 전문직,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 및 행정지원직, 

농림어업직, 건설직, 설치 ․유지 및 보수직, 생산직, 운송직, 군

대 관련직 등 11개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

용예상치를 토대로 직업전망의 수준을 7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promising career of science and engineering workforce between Korea ․ USA ․ Australia

분야 직업명
직업전망 임금(연봉, US$) 고용규모(명)

한국 미국 호주 한국 미국 호주 한국 미국 호주

교육 및 연구 
관련직

자연과학 연구원(한)

수학자(미)

대기과학자(미)

화학자 및 재료과학자(미)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미)

유지

매우 빠른성장 -

32,813

 95,150 -

 11,327

   2,900 -

빠른성장 -  81,290 -    9,400 -

평균보다 
느린성장

-  66,230 -   94,100 -

빠른성장 - 102,890 -   17,100 -

환경과학자 및 전문가(미)

환경공학자(호)
매우 빠른성장 Good  59,750 55,070   85,900 21,500

지구과학자 및 수문학자(미)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호)
빠른성장 Good  79,160 73,458   41,700 10,700

생명과학 연구원(한)

생물학자(미)
다소증가 매우 빠른성장 - 29,736  82,840 -  19,498   91,300 -

법률 및 공공
서비스 관련직

변리사(한) 다소증가 - - 59,624 - -   1,587 - -

수학 관련직

보험계리인(미) - 매우 빠른성장 - -  84,810 - -   19,700 -

오퍼레이션리서치 분석가(미) - 매우 빠른성장 - -  69,000 - -   63,000 -

통계학자(미) - 평균만큼 성장 - -  72,610 - -   22,600 -

건설 관련직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한)

건축가(조경 및 선박 제외)(미)

건축 및 조경건축가(호)1)

유지/

다소감소
빠른성장 Good 28,040  70,320 66,084 139,113  141,200 21,600

토목공학 기술자(한)

토목공학엔지니어(미)

구조강 건설 기술사(호)

유지/

다소감소
매우 빠른성장 Good 29,050  74,600 57,464 105,568  278,400 20,600

조경 기술자(한)

조경건축가(미)

건축 및 조경건축가(호)1)
다소증가 매우 빠른성장 Good 26,982  58,960 66,084  10,098   26,700 21,600

도시계획 및 교통설계 전문가(한) 다소증가 - - 35,843 - -   6,585 - -

건설감리사(호) - - Good - - 61,295 - - 71,800

측량사, 지도제작전문가, 사진측량사 및 측량기술공(미)

건축기사(호)
빠른성장 Good  51,180 59,394  147,000 51,500

기계 및 재료
관련직

기계공학 기술자(한)

기계공학 엔지니어(미)
유지

평균보다 
느린성장

- 31,965  74,920 - 121,750  238,700 -

재료공학 기술자(한)

재료공학 엔지니어(미)

화학 및 재료 엔지니어(호)

유지 평균만큼 성장 Good 34,852  81,820 81,934  10,863   24,400  4,800

항공 및 선박
관련직

항공우주공학 엔지니어(미) - 매우 빠른성장 - -  92,520 - -   71,600 -

항공교통 전문가(호) - - Good - - 80,450 - -  8,900

선박엔지니어 및 조선기사(미) -
평균보다 
느린성장

- -  74,140 - -    8,500 -

화학 ․섬유 및 
환경관련직

화학공학 기술자(한)

화학공학 엔지니어(미)
유지

감소 및 
변화없음

- 30,784  84,680 -  29,619   31,700 -

섬유공학 기술자(한) 다소감소 - - 29,717 - -   2,442 - -

환경공학 기술자(한)

환경공학 엔지니어(미)

생의학엔지니어(미)

다소증가 매우 빠른성장 - 26,229  74,020 -  13,004   54,300 -

매우 빠른성장  77,400   16,000

광산 및 지질공학 엔지니어(미)

광물 엔지니어(호)

광물가공기술자(호)

- 빠른성장
Good

-  75,960
81,408

-    7,100
 7,900

Good 78,295 39,000

주: 1) 호주의 건축 및 조경건축가의 경우 일반 건축 및 조경 건축을 포함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중복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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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분야 직업명
직업전망 임금(연봉, US$) 고용규모(명)

한국 미국 호주 한국 미국 호주 한국 미국 호주

화학 ․섬유 및 
환경관련직

산업보건 및 안전공학 엔지니어(미)

직업 ․환경 건강 전문가(호)
- 평균만큼 성장 Good -  72,490 59,858 -   25,700 27,200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공학 기술자(한)

전기공학 엔지니어(미)

전기공학 엔지니어(호)

유지
감소 및 
변화없음

Good 32,032  82,160 70,489  47,314  157,800 16,500

전자공학 기술자(한)

전자공학 엔지니어(미)
증가

감소 및 
변화없음

- 32,489  86,370 -  63,438  143,700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한)

컴퓨터하드웨어 엔지니어(미)
증가

평균보다 
느린성장

- 32,603  97,400 -   6,656   74,700 -

컴퓨터과학자(미) - 매우 빠른성장 - -  97,970 - -   28,900 -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직

통신공학 기술자(한)

원격통신기술 전문가(호)
다소증가 - Good 32,975  57,464 -  41,271 - 12,20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한)

컴퓨터시스템 분석가(미)

정보통신기술 분석가(호)

증가 매우 빠른성장 Good 31,174  75,500 62,253  14,125  532,200 20,300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한)

컴퓨터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미)

컴퓨터 네트워크 전문가(호)

다소증가 - Good 27,116  66,310 66,083   5,661  961,200 23,600

컴퓨터보안전문가(한) 증가 - - 24,267 - -   5,957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한)

컴퓨터소프트웨어엔지니어 및 컴퓨터프로그래머(미)
증가 매우 빠른성장 - 32,089  84,810 -  36,8641,300,000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한)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호)
증가 - Good 27,201 - 64,647  98,578 - 78,300

웹전문가(웹 개발자,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한)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호)
증가 - Good 32,003 - 44,200   5,056 - 36,400

데이터베이스 개발자(한) 증가 - - 35,252 - -   5,056 - -

정보시스템 운영자(한)
유지/

다소증가
- - 24,019 - - 116,915 - -

컴퓨터지원전문가(미)

정보통신기술 지원 기술자(호)
- 빠른성장 Good -  43,450 52,197 -  565,700  5,300

정보통신기술 영업 전문가(호) - - Good - - 52,867 - - 17,100

식품 관련직
식품공학 기술자(한)

음식 및 와인 과학자(호)
증가 - Good 23,924 - 53,394   9,190 -  8,100

기타 산업
관련직

산업공학 엔지니어(미) - 빠른성장 - -  73,820 - -  214,800 -

선박엔지니어 및 조선 기사(미)
평균보다 
느린성장

 74,140    8,500

원자력공학 엔지니어(미) - 평균만큼 성장 - -  97,080 - -   16,900 -

석유공학 엔지니어(미) - 빠른성장 - - 108,020 - -   21,900 -

기타 공학전문가(호) - - Good - - 82,844 - - 10,800

유리기술자(호) - - Good - - 48,796 - -  7,800

항공기정비 엔지니어(호) Good 52,675 11,200

주: 1) 직업명에 각 국가를 표시하였음
2) 임금은 모두 연봉형태의 US$ 기준(2008년 12월 31일)으로 변경

참고: 국가 GDP(백만불) 한국 953,500$, 미국 14,330,000$, 호주그랠 1,069,000$, 1인당 GDP(불) 한국 18,070$, 미국 48,400$, 호주 36,250$

이공계 직업분야는 컴퓨터 및 수학 관련직, 건축가, 측량사 및 

지도제작자, 엔지니어, 생명과학자, 물리과학자 5개 분야 30개 

직업에 대해 고용전망, 임금, 종사자 수 및 관련 내용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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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의 이공계 직업전망

호주의 직업전망에서 800가지 직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에서 82개의 공학 관련 직업을 선택하였고, 중복되거나 비슷한 

의미의 직업은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공학관련 직업 중 농업공

학, 수학통계, 의학 관련 직업은 제외하였다. 호주의 유망직종 

선정은 직업 성장률과 수입, 일자리 수를 지표로 한 자료를 이

용하였고, 유망직종은 Good, Average, Below Average의 3단

계로 분류되어 있다. 선정한 82개의 공학관련 직업 중 직업전망

이 우수한 33개의 직업이 Good 등급을 받았다. 

호주의 직업전망 자료에서는 고용전망, 직업에 대한 통계자료, 

해당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능력, 관련 직업, 고용정보, 

직업교육정보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라. 국내외 이공계 직업전망 종합

우리나라 및 미국, 호주의 직업전망서에 제시된 이공계 관련 

직업의 직업전망, 임금, 고용규모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면 Table 

2와 같다. 일단, 국가별로 직업명 및 분류 체계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직업도 있는 반면, 다르게 제시된 직업도 있어서 

최대한 유사한 직업은 같이 묶어서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임금의 경우 연봉형태의 US$ 기준(2008년 12월 31일)으로 변

경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국가 GDP 및 1인당 

GDP도 함께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직의 많

은 직업들이 직업전망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

설 관련직, 교육 및 연구 관련직, 화학, 섬유 및 환경 관련직 등

의 순으로 유망한 직업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별로 공통적으로 유망한 직업을 분야에 따

라 살펴보면, 교육 및 연구 관련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는 생명과학연구원(한), 생물학자(미), 환경과학자 및 전문

가(미), 환경공학자(호), 지구과학자 및 수문학자(미),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호) 등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 관련직

에서는 보다 아름답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을 만드

는 조경 관련 기술자(조경기술자(한), 조경건축가(미), 건축 및 

조경건축가(호)),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하는 건축가(건

축가(미), 건축 및 조경건축가(호), 실제로 건물을 짓고 만드는 

건축기술자(측량사, 지도제작전문가, 사진측량사 및 측량기술공

(미), 건축자(호)),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토목 관련 기술자(토

목공학엔지니어(미), 구조강 건설기술사(호)) 등 다양한 건설 관

련 직업들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 ․섬유 및 환경관련직에서는 환경공학기술자(한), 환

경공학엔지니어(미)의 환경공학 관련 기술자, 광산 및 지질공학

엔지니어(미), 광물가공 기술자(호), 광물기술자(호) 등 새로운 

자원 발굴 및 가공과 관련된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 관련직에서는 건강 및 웰빙과 관련되어 주요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식품공학기술자(한), 

음식, 와인과학자(호)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직은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한), 컴퓨터시스템 분석

가(미), 정보통신기술 분석가(호),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

용한 기술 및 제품 개발과 관련된 통신공학 기술자(한), 원격통

신기술전문가(호),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 ․관리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한), 컴퓨터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미), 컴퓨터 네트워크 전문가(호), 

컴퓨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한), 컴퓨터소프트웨어엔지니어 및 

컴퓨터프로그래머(미), 웹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활용할 수 있

는 기술을 제공해 주는 웹전문가(웹 개발자,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한),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호), 컴퓨터 관련 기술

을 지원하는 컴퓨터지원전문가(미), 정보통신기술 지원 기술자

(호) 등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공계 유망직업 관련 연구 동향

각 직업별 전망을 위해서 직업전망지표를 개발하여 연차적으

로 직업별 직업전망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

업세계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미래에 전개될 양상을 전망한 정

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직업

전망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09년에 

실시된 연구에서 현재와 미래 모두 직업전망이 밝은 이공계 직

업으로 도시계획가, 기계공학기술자, 항공기 정비원, 자동조립라

인 및 산업용 로봇조작원, 항공기, 선박 조립 및 검사원(용접원 

제외), 재료공학기술자, 화학공학기술자, 석유, 가스 및 화학물제

조 관련 제어장치 조작원, 화학물 및 화학제품 관련 검사원, 전

자공학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컴퓨터시스

템설계/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컴

퓨터보안전문가, IT컨설턴트 등을 제시하였다(정윤경 외, 2009).

허대녕 외(2008)는 과학기술 분야 신직업군 발굴과 인력육성 

방안에서 과학기술인 623명에게 ‘10년 뒤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과학기술 분야 직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서 10개 직업군을 

유망직종으로 선정했다. 10개 직종은 고령화 ․개인화 ․정보화 등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지능형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단순반복적 업무에 대한 대체 노동력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0년 후 인력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



한지영

공학교육연구 제15권 제5호, 2012148

Table 3 Summary of the promising career of science and engineering workforce

연구자
분야

정윤경 외(2008) 허대녕 외(2008) 과학동아(2007)

건설 도시계획가 

기계 및 재료
기계공학 기술자 
재료공학 기술자

로봇전문가

나노기술 전문가
반도체 ․디스플레이전문가
자동차공학 전문가
항공공학 전문가
로봇공학자

화학섬유 및 환경 화학공학 기술자 환경 ․에너지 전문가

나노기술 전문가
생명공학 전문가
환경공학 전문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자공학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컴퓨터보안 전문가
IT컨설턴트

유비쿼터스 ․사이버 전문가
생활안전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
디지털영상처리전문가
IT컨설턴트
정보보안 전문가
정보통신공학기술자 

기타

바이오 ․의공학 전문가
인지 ․뇌공학 전문가
건강 ․실버 전문가
R&D컨설팅 전문가
금융서비스 전문가
문화 ․홍보 전문가

의공학 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보험계리인
변리사
사이버기상캐스터
애널리스트
테크니컬 라이터

망되는 로봇 전문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한 

의료 분야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BT(생명과학) ․ IT(정보통신

기술) ․ NT(나노기술)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신상품들이 출현하

면서 의료기기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오 ․의공학 전문가, 인간 뇌에 대해 과학적 관찰과 측정을 통

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턴화하고 신호로 만들어 컴퓨터나 로봇 

등 기계에 연결해 다양한 활동을 얻으려 하는 인지 ․뇌공학 전

문가를 꼽았다. 또한, 환경 오염의 심화와 자원과 에너지 확보 

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관련 기술이 21세기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고 ET(환경기술) 산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환경 ․에너지 전문가, 기술전략, R&D 관리, 지식

․정보 관리, 시장 ․기술조사, 기술에 대한 사업화, 연구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컨설팅 전문가, 시간과 장

소에 관계없이 사람들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돕는 유비쿼

터스 ․사이버 전문가, 사회적 안전과 개인 정보, 컴퓨터 시스템 

등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생활안전 전

문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웰빙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건강 ․실버 전문가, 금융상품 ․자산관리 전문가와 

수학, 통계학, 금융공학 등을 파생상품과 사이버 금융 등에 적

용하는 금융서비스 전문가, 문화예술이나 인문사회학적 지식과 

소양, 경영능력, 과학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 ․홍보 전문가 등

이다.

이공계 출신의 과학전문 기자들이 발간해 온 과학동아는 ｢10

년 후 나를 디자인한다(2007)｣에서 국내 9개 명문대학 취업 전

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10년 뒤 이공계 유망 직업 베스트 20’을 

소개하였다. 제시된 직업은 과학커뮤니케이터, 나노기술 전문가, 

디지털영상처리전문가, 로봇공학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문가, 

보험계리인, 변리사, 사이버기상캐스터, 생명공학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애널리스트, 의공학 전문가, 자

동차공학 전문가, 정보기술(IT) 컨설턴트, 정보보안 전문가, 정

보통신공학기술자, 테크니컬 라이터, 항공공학 전문가, 환경공학 

전문가 등이 있었다.

유망직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선정한 

유망직업 선정기준에 부합한 직업들을 중심으로 이공계 분야의 

유망직업을 종합하면 Table 3과 같다.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전자 

및 전기공학기술자,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등의 엔지니어와 

더불어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의 컴

퓨터 관련 직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련 직업, IT컨설턴트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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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업들이 유망직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화학섬유 및 환

경 분야에서는 생명공학 및 환경공학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 등

이 유망직업으로 꼽히고 있었고, 기계 및 재료 분야에서는 기계 

및 자동차, 항공공학 기술자와 로봇공학자가 유망직업으로 꼽히

고 있었다. 반면, 건설 분야에서는 도시계획가만이 유망직업으

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타 분야의 직업을 살펴보면, 건강 ․실버 전문가, 보험

계리인, 애널리스트 같은 금융 분야 전문가, 테크니컬 라이터, 

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의 문화 ․홍보 전문가, 변리사, 의공학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미래 유망직업 연구동향을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유망직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살펴보았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호주의 직업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이공계 직업 분야만을 따로 추출하여 국가간 GDP와 환

율을 고려하여 임금은 재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공계 유

망직업 전망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종합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이공계 직업은 크게 교육 및 연구 관련직, 법률 및 

공공 서비스 관련직, 수학 관련직, 건설 관련직, 기계 및 재료 관

련직, 항공 및 선박 관련직, 화학 ․섬유 및 환경 관련직, 전기 ․
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직, 식품 관련직, 기타 산업 관련직으로 

총 10개로 크게 분류하고 있었다. 이중 한국과 미국 및 호주의 

직업전망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직업명을 기준으로 제시했

을 때 교육 및 연구 관련직에서는 환경과학자 및 전문가(미), 지

구과학자 및 수문학자(미)가 전망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설

관련직에서는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기술자, 조

경기술자, 측량사 ․지도제작전문가 ․사진측량사 및 측량기술공

(미)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계 및 재료관련직에서는 

재료공학기술자가 유망하고, 화학 ․섬유 및 환경관련직에서는 

광산 및 지질공학엔지니어(미)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기 ․전자 및 정보통신관련직에서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

가, 시스템 소트프웨어 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웹전문

가, 컴퓨터지원전문가(미)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공계 직업 

중에서는 유망한 직업이 가장 많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식품관련직에서는 식품공학 기술자가 유망하다고 조사

되었다.

요즘은 분야간 융합과 시대에 변화에 새로 부응하는 새로운 

직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를 담기에는 기존

의 직업전망 보고서의 한계가 있어 유망직업 관련 연구물을 분

석한 결과 기존의 유망직업 전망 보고서와 일관되게 유망한 직

업으로 조사된 직업은 환경공학 전문가, 재료공학기술자, 컴퓨

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으로 나

타났다. 이외에도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녹생성장의 사회적 

동향을 반영하는 건강 ․실버전문가, 바이오 ․의공학 전문가, 신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이공계 인력이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를 찾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이공계 관계자 및 대학

생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공 분야

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를 통

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는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 및 과학기

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업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공계 대학생들의 경우 눈에 보이는 

유망 분야에만 편중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지

금 당장은 근무 조건이 좋은 구체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 할지

라도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 로봇 

분야, 에너지 분야, 녹색기술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러

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

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나 교수, 선배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자신에게 알맞은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공계 유망직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유망직업에 대한 전망과 인식을 조사하

여 공학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

도록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공계 분야에 다양한 직업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유망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생성, 제

공함으로써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파하고 미래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해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들이 배출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공학기술경영교육연구센터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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