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익산산림항공관리소의 ‘헬기 체험’

익사이팅한 헬기체험으로 산림전문가 도전!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위) 인명구조장비인 레스큐시트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익
산산림항공관리소 제공

산림항공본부는 국가항공기를 운영하는 기관 중 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헬기를 보유한 기관이
다. 산림항공본부는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살려 전국 10개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청소년들을 위
한 ‘헬기 체험’을 제공한다. 헬기 체험을 중심으로 산림항공본부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직
업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 중 전북 익산에 위치한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생생한 헬
기체험과 내실 있는 직업 교육으로 주목받는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올해 교육부로부터 ‘교
육기부 우수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의 직업 탐색 프로그램은 크게 △이론교육(숲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
산불의 위험성 및 산불예방의 중요성) △직업소개 △진화장비 및 인명구조 장비 체험 △헬기
체험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항공본부가 헬기를 이용하여 수행하
는 다양한 산림보호 임무에 대해 이해하고, 산림 자원의 중요성과 산림과 연관된 다양한 직업
(행적직, 임업직, 항공직, 조종사, 정비사, 특수진화대)을 탐색한다.
이 중 학생들의 흥미를 가장 크게 자극하는 것은 역시 다채로운 체험.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
프와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 레스큐시트를 사용해 보고, 전문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운다.
또한 헬기지상탑승체험, 헬기 기초 조종을 위한 시뮬레이터 체험, 모형 헬기 조립체험 등 평
소에 쉽게 경험해보기 어려운 헬기 체험을 통해 헬기 조종사의 꿈도 키울 수 있다.
산림항공관리소의 최우선 업무가 산림보호인 점을 감안해 직업 탐색 프로그램은 산불조심기간

을 제외한 시기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가능하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전라북도 내
중학생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전북 외 △강릉 △서울 △안동 △양산 △영양 △울진 △진
천 △청양 △함양 산림항공관리소도 비슷한 내용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익산산림항공관
리소 직업 탐색 프로그램은 학교의 진로체험 담당자가 관리소 내 안전항공팀으로 전화하거나
꿈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3-260-4511

체험활동 연관 직업
임업직 공무원: 산림 보호와 임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산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산림 자원을 보존·관리하는 일을 한다. 공무
원 공개 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되며, 세부 채용 분야는 △산림자원 △산림조경 △산림이용으로 구
분된다. 산림과 관련한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평소 환경 및 농림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기초 과학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의 ‘똑똑! 증권 속 나의 DREAM!’

금융·증권 분야 진로 탐색, ‘올인원(All-in-One)으로’

전시실 유물과 태블릿 PC를 활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모습. 증권박물관 제공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은 중학생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갖고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중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똑똑!
증권 속 나의 DREAM!’은 중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 관련 직업을 깊이 있게 파악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증권박물관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진로탐색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똑똑! 증권 속 나의 DREAM!’ 프로그램은 직업에 대한 이해
를 돕는 사전 강의로 시작된다. 간단한 강의 후에 학생들은 증권박물관에 마련된 전시실에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기업가(CEO) △금융 유관기관 종사자 △전문투자자 등 금융 및
증권과 관련된 직업인들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는 미션 활동을 수행한다. 미션은 증
권 유물과 관련이 있는 인물의 일화를 듣고 팀별로 제공된 태블릿PC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
는 방식이다.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는 진로적성검사가 실시된다. 진로탐색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전문기관에서 개발된 맞춤형 검사지로 다양한 금융 관련 직업 중 자신의 적성과 성
격에 적합한 직업을 찾아본다.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
한 맞춤형 안내가 더해져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갖고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증권박물관의 ‘똑똑! 증권 속 나의 DREAM!’ 프로그램은 상반기(4월~7월)와 하반기(9~12월)
교육기간 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 2회씩 진행된다. 프로그램 최소 참가 인원은 20명으
로 최대 5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원할 경우 방문 2주(14일) 전까
지 증권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900-7070

체험활동 연관 직업
애널리스트: 고객에게 금융 및 투자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제 흐름이나 산업별 동향을 분석하고 개별기업의 경영, 성장가능성 등을 분석해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수학적 마인드와 거시 경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판단력과 분석
력, 역동적인 증권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