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활동 안내

- 4인 1조 모둠을 구성한다.

- 직업카드를 4명이 나눠 가진 후, 돌려가며 전체 직업카드를 각자 살펴본다. 

- 탐색이 끝난 직업카드는 유형별로 모아 가운데에 놓는다. 

- 주사위를 던져 나온 홀랜드 유형과 같은 직업카드를 1장 선택하여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 그 직업에 대한 퀴즈를 낸다.

(필요한 경우 직업명의 글자 수와 직업명의 일부 글자를 힌트로 알려 준다.)

- 정답을 맞힌 사람이 직업카드를 가져간다.

-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진행하며 활동 종료 시에 가장 많은 직업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된다.

학년          반         번       이름 :

가장 관심이 가는 홀랜드 유형을 하나 고르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내가 선택한 유형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를 5개 골라보세요. 

5개의 직업카드를 살펴보고 그 직업들의 공통점을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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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랜드유형 탐색게임 활동지



▣ 활동 안내

- 4인 1조 모둠을 구성한다. 직업카드를 4명이 고루 나눠 갖는다. 

- 질문카드와 능력카드를 서로 연결하여 보드판을 만든다.(처음과 끝을 연결해준다.)

- 주사위를 던질 순번을 정한 후 순서에 따라 주사위를 던진다. 

- 숫자가 나온 만큼 간 후 해당되는 질문카드나 능력카드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카드에서 1개씩 찾고 그 이유를 말한다. 

- 이유를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한 사람이 직업카드를 가져간다. 

- 같은 방식으로 이어서 진행하며 활동종료 시에 가장 많은 직업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된다.

학년          반         번       이름 :

내가 키우고 싶은 능력 3개를 적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질문카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을 적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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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카드 매칭게임 활동지



▣ 활동 안내

<활동 1>

- 4인 1조 모둠을 구성한다. 

- 직업카드 90장을 책상에 펼친 후 하는일, 되는길, 요구능력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 직업카드 탐색이 끝나면 각자 좋아하는 직업 5개를 찾아서 직업명과 그 이유를 적는다. 

- 내가 쓴 이유들의 공통점을 생각해서 적는다. 그 공통점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본다. 

<활동 2>

- 직업카드 90장을 책상에 펼친 후 하는일, 되는길, 요구능력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 직업카드 탐색이 끝나면 각자 싫어하는 직업 5개를 찾아서 직업명과 그 이유를 적는다. 

- 내가 쓴 이유들의 공통점을 생각해서 적는다. 그 공통점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본다.

학년          반         번       이름 :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5개 고르고 이유를 써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직업을 5개 고르고 이유를 써보세요. 

그 이유들의 공통점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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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분석 활동지

직업명 좋아하는 이유 이유들의 공통점

직업명 싫어하는 이유 이유들의 공통점



▣ 활동 안내

- 4인 1조 모둠을 구성한다. 

- 직업카드 90장을 책상에 고루 펼친다. 좋아하는 직업 중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3개 골라 적는다. 

- 좋아하는 직업이지만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3개 골라 적는다. 

- 싫어하는 직업이지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3개 골라 적는다. 

- 활동지에 이유를 적고 모형 마이크 등을 준비하여 짝과 함께 서로 기자가 되어 질문하면서 인터뷰한다.

학년          반         번       이름 :

직업카드 중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직업과 좋아하지만 잘 못할 것 같은 직업, 싫어하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직업을 각각 3개씩 칸에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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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효능감분석 활동지

좋아함 싫어함

잘 할 수 있음

잘 못할 것 같음

짝과 함께 서로 기자가 되어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인터뷰 해보세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느낀점을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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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어떤 점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였나요?

2. 어떤 노력을 하여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나요?

3. 싫어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나요?

4. 내가 이것을 잘한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게 되었나요?

5. 내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나요?

예시 인터뷰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