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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직장인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이유 

◈ 미국의 인력채용 시장조사기관인 버닝 글래스 테크놀로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술산업 부문에서 특히 인기 있는 스킬 중 하나는 코딩 능력임 

• 미국 노동 시장에서 프로그래밍 관련 업무의 증가 속도는 시장 전체 평균에 비해 12% 빠

르며, 2015년 한 해 동안 코딩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미국에서 약 700만 건이었음 

• 버닝 글래스의 보고서는 직업, 기술, 자격, 급여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미국에서 공고된 구인 정보를 중복 없이 수집한 2,60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토

대로 분석한 결과임 

• 수입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당 15 달러 이상의 일자리 중 코딩 기술이 필요한 일은 그렇지 

않은 일에 비해 연봉이 평균 2만 2,000 달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서 발견한 새로운 흥미로운 내용은 코딩이라는 스킬이 프로그래밍 작업에만 한정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 데이터 분석, 아트와 디자인, 엔지니어링, 정보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딩이 필수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보면 지금은 코딩을 배워야 할 때이며, 아이가 있는 사람이

라면 아이들도 그 흐름에 편승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함 

• 누구나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 가치를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할 텐데, 

코딩 기술은 IT 업계 종사 여부와도 관계없이 앞으로 이력서에 표시되면 지속적으로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전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나 마케팅 매니저가 자신이 가진 스킬 중 하나로 코딩을 제시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면 오히려 인력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가령 IT와 무관한 인사과 직원이 간단한 웹 플러그인을 개발한 결과 매일 약 2시간 가량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739-6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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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먹던 허드렛일을 없앴고, 이 혜택을 회사의 전 직원이 받은 사례가 있음 

• 또한,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 회계 담당자가 있다면 부서 전체의 생산성이 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컴퓨터과학의 학위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동료들 사

이에서 자신을 확실히 뛰어난 존재로 돋보이게 만들 수 있음 

•  간단한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부서에서 약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IT 부서에 굳이 문제 해결 요청을 하고 솔루션의 완성까지 몇 달

을 기다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됨 

•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 코딩은 대학 과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많은 이들에게 장벽처럼 느껴지

며,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과를 통해 일찍 코딩을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 

• 컴퓨터공학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최신 코딩 기술을 습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그들도 개별적으로 배워야 하는 일이 허다함 

• 코딩을 초·중·고 교과에 넣으려는 시도도 전개되고 있기도 하지만, 커리큘럼을 현대적

으로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코딩을 교과 과정에 도입하는 것

과 관련해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들이 많을 수밖에 없음 

• 코딩을 정식 교과에 포함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코딩을 배우면 단지 프로그래밍

에 대한 이해력만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 

• 이런 이유로 MIT 공과대학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의 스킬을 수업에 도입하도록 

교사들에게 조언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조기에 코딩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MIT 가 지향하는 것은 수학에서 과학,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코딩이 도입된 

세계이며, 여기서 코딩은 문제를 시각화하는 방법과 그 문제를 새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단의 하나임 

• 코딩적 사고의 진정한 안목은 문제를 개별 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인데, 이 스킬은 거의 모

든 분야에서 필요하며 학습의 근본적인 기반이 되므로, 코딩 교육을 받으면 다른 교과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컴퓨팅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 

• 현재는 어린 아이들에게 코딩에 대한 관심을 심어 주는 것이 전례 없이 쉬워졌으며, 코딩

의 기초를 가르치기 위한 게임이나 앱, 웹사이트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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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빠른 시간에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아직까지 코딩을 배우지 못한 채 직장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도 미래의 경쟁력 유

지를 위해 틈틈이 시간을 내 코딩 스킬 연마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모든 업종, 모든 부문에 침투해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큰 잠

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 잠재력이 발휘되려면 사람들이 이 기술에 익숙해져야 함 

• 유년기나 학창시절에 코딩 기술을 익히지 않은 직장인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기

술의 발전 덕분에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자원이 이미 인터넷에 널려 있기 때문임 

• e-러닝 사업자들은 훌륭한 코딩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업계 전문가들이 수시로 갱신하고 

있으며, 또한 코딩 학습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직면할 경우 개발자 커뮤니티에 질문할 수 

있는 온라인 포럼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음 

• 코딩의 세계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맞춰 학습을 계속하

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임 

• IT 산업은 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며, 따라

서 전문가들은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도 서둘러 일단 시작해 볼 것을 조언하고 있음 

 (CBC, 8. 21. & CIO, 8.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