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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
과목 편성 현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대학에서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에 기초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학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영역과 요소를 확인하였다. 둘째, 이러
한 직업기초능력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한국과 미국의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나타난 직업기초능력관련 교과목 편성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
여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대학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대학단계에서 개발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영역은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활용능력, 기획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7가지 영
역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단계에서 개발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에 비추어 한국과 미국 10개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미국 대학들에 비하여 한국 대학들이 관련 교과목의 수, 중핵 영역의 설정, 다양한 
하위영역별 배분 등 사회적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대학단계에서 개
발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의 영역과 수준에 대한 경험적이고 기초적인 연구에 바탕을 둔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주요어 : 직업기 능력, 연구 심 학, 교육 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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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의 속한 사회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특정한 하나의 직무에만 숙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직무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다기능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

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와 학은 수업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배운 개념들을 직업과 교육과

정 속에 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그간의 교육과정들은 실생

활에서 요구되는 필요조건들도 아니었고, 실제 참여하는 학습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Brewer 

(1999)는 이러한 딜 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것

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학에서 학과나 공 선택을 유연화하고, 산학연계교육을 확충하

는 등의 변화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직업교육과 련하여 순수 학문 

탐구의 기능을 갖는 학교육이 직업을 한 소양과 지식을 가르치는 직업  기능까지 포함

하는 교육으로 확 되고 있다. 

학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해야 하는 주장의  다른 근거는 이상과 같은 사회 ᐧ경제  

측면에서의 필요성 외에도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입시 주의 교육

으로 인해 고등학교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한 진로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성이나 심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학에 입학하게 되고, 여기에 학

부제 실시가 맞물리면서 공에 한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

은 우리나라 교육 실을 감안할 때, 학에서의 진로  직업교육에 한 필요가 더욱 크다

(이 주, 2001, 2002)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육단계에서의 진로교육 혹은 직업교육에 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 학 졸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능력과 기업의 업무 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사

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국경제인연합회, 2004). 이러한 상

의 원인은 학교육단계의 교육내용과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요인이 일치하지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강순희 외, 2002). 

한편, 새로운 시  변화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즉, 

지식기반사회로 환되면서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통 인 기 능력인 3R 이외

에도 의사소통능력, 정보문해력, 웤능력, 자기주도력, 문제해결력 등이 포함된다(강순희 외, 

2002). 게다가 이러한 능력들은 인간의 내  특성들, 즉, 효과 인 수행을 나타내도록 하는 

개인의 역량(competency)으로서 동기, 특질, 자아개념, 지식, 기능 등(Spencer & Spencer, 

1993)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 인 지식 심의 학 교육과정으로는 개발하기 어렵다. 

직업세계에서 성공하기 한 역량 혹은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 던 선행연구들은 직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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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개념과 역 분류  실태조사에 한 연구(이무근, 1997; 최애경, 1997; 류창열 외, 

1998; 정철  외, 1998a, 정창원, 2000; 이정표 외, 2004)와 교육  용에 한 연구들(정철  

외, 1998b, 정철  외, 2000; 송병국, 2000; 서우석, 2001; 이종성 외, 2002; 강경종 외, 2003; 

배은 , 2003)이 있다. 자의 연구들이 기 연구의 성격이라면 후자의 연구들은 활용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먼 , 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의 합의 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업기 능력’의 개념을 직종이나 직 에 상 없이 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직업기 능력의 역과 하 요소들을 정철  외(1998)의 연구에서 확인된 9가지 역(의사소

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리  개발능력, 인 계능력, 자원활용능력, 정보능

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을 심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이다. 

다음으로, 활용  성격의 연구들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직업기 능력의 연계방안

을 찾거나(정철 , 1998; 송병국, 2000; 서우석, 2001),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직업기

능력의 련성을 찾거나(이종성ᐧ정향진, 2002; 배은 , 2003) 혹은 문 학 교육과정에 직

업기 능력을 용하는 방안(강경종ᐧ이건남, 2003), 학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강화방안(장

원섭, 2002) 등을 다루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밝힌 직업기 능력의 요소들은 부분 등학교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거나 실태를 분석한 것들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직업세계와 곧바로 이어

지는 것은 등학교단계가 아니라 학단계이므로, 직업기 능력은 오히려 학단계에서 집

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수 에서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의 유용성

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 (교육개 원회, 1995)도 이러한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단계에서 개발해야 할 직업기 능력의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무한 것은 아니다. 김기홍(2002), 이 주(2002)의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한 일반 인 

직업기 능력의 하  요소들을 기 로 하는 이론  논의 수 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정

승환(2005)은 기업체 졸사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여 학단계에서 개발해

야 할 직업기 능력의 요소들을 확인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이 에 찾아볼 수 없었던 학

단계의 직업기 능력 함양에 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학졸업자의 어려운 취업 문, 낮

은 취직률, 그리고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과 무 해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학

단계에서의 직업기 능력 개발의 필요성이나, 개발해야 할 직업기 능력이 무엇인지를 규명

하고자 하 던 기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직업기 능력을 함양시키기 

하여 학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혹은 운 되고 있는지 등에 해서는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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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남겨둔 상태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이론  논의에 발맞추어, 최근 일부 4년제 학들에서 직업세계의 요구

를 반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교육과정의 변화는 

공교육과정은 물론이고 교양교육과정에서도 특정 직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반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업세계에서 학에 요구하는 교육내용들   직

종에 공통 으로 용되는 직업기 능력의 함양은 공교육과정은 물론이고 교양교육과정이

나 일반선택교육과정에서 요한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육에 한 기업의 평가는 단히 

부정 이다( 국경제인연합회, 2003b). 산업체에서는 통 인 학교육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배출과는 거리가 있으며, 기업의 과도한 인재양성 비용  시간 부담을 래한다

고 평가하 다. 졸신입사원의 자질과 소양에 한 기업들의 평가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문지식  기술에 해 18%, 인성  태도에 해서 27%, 기 지식  능력에 해서 

35%의 만족도를 보 다. 이와 더불어 직업기 능력 개발을 해 학교육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교육내용을 구체 으로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육이 의 직업세계의 요구

에 부응하기 해서는 미래 직업인인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혹은 역량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학교육과정에 이를 개발하기 한 다양한 과정이나 교과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The U.S. Secretary of Labor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SCANS)가 1991년 

직업기 능력의 하 요소를 악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이러한 

능력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용주들은 이러한 능력을 습득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계발하도록 정책을 조정하며, 교육기 은 이를 반드시 가르치도록 권장한 것도 이

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CANS, 1992). 

특히 학의 교양교육과정은 공분야에 따라 분화되어 있는 문  직업능력을 연계하고 

여러 직업 역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 능력을 심으로 개발되어, 학의 인력양성기능

을 제고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기존의 형식 으로 운 되어 

온 교양교육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학교육이 산업계의 

요구를 효과 으로 반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의 교육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의 교양교육과정이 학단계에서 습

득해야 할 직업기 능력을 함양하기 해 어떻게 편성해야 되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각 학의 상  좌표와 맞물려 있다. 학의 교양교육과정에 직업기

능력의 요소를 얼마만큼 어떻게 반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이 지향하는 비 이나 교육

목표 등의 학 정체성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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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심 학과 교육 심 학의 교양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 편성 

황을 비교하여, 학에서 직업기 능력 함양을 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에 기  자료

와 시사 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첫째, 학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직업기 능력의 하

역과 요소를 확인하 다. 둘째, 이러한 직업기 능력의 요소들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

구 심 학과 교육 심 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나타난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 편성 실태

를 분석하 다. 셋째,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직업기 능력 함양을 한 학의 교양 

교육과정 편성의 시사 을 모색하고자 하 다. 

Ⅱ. 직업기초능력과 대학교육과정의 관계 

미국 HEQC에서 제시한 학교육의 3가지 목 은 첫째, 개별학문분야의 지식체계와 련

된 특수한 분야의 자질을 가르치는 것, 둘째, 체 학생들에게 공통 으로 요구되는 일반

인 자질을 가르치는 것, 셋째, 체 학생들에게 공통 으로 요구되지만 비교  덜 일반

인 자질을 가르치는 것 등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직업기 능력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목

과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의 기능을 크게 학문탐구, 인간교육, 사회 사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이옥분, 

1991). 이와 련하여, 학의 최우선  기능을 학문탐구로 보는 습이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사회로의 격한 발달에 따라, 학의 이념이 확

되어 학문탐구에서 인간교육과 사회 사로 확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학교육

에 있어 기업의 문 인력에 한 요구가 늘면서 학의 인력양성을 통한 사회 사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학의 명성을 재는 기 으로 졸업생의 취업률이 부각되고 있는 시

인 과 청년실업이 사회 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상은 

학교육의 역할이 학이 처한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

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여러 학들이 소속 학생들로 하여  노동시장에

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다. 

일부 학들에서는 주문식 교육과정이나 취업 략 로그램의 형태로 학교육과정에 이를 

반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기업의 학교육에 한 반응은 단히 부정 이어서 ‘ 재 학의 인재양성 

교육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배출과는 거리가 있으며, 기업의 과도한 인재양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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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부담을 래한다( 국경제인연합회, 2003)’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  평가는 

졸 신입사원의 자질과 소양의 구체 인 역에 한 만족도는 문지식  기술 측면에서 

18%, 인성  태도 측면에 해서 27%, 기 지식  능력에 해서는 35%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보고( 국경제인연합회, 2003)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학 졸업자를 

고용하고도 그들의 직업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시간  경제  비용을 들이는 것은 

기업 체의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큰 손실요인이 될 것이다. 

기업이 졸자들에게 원하는 능력은 주로 창의력, 장실습, 문제해결능력, 정보화, 외국어

능력, 자기 리능력, 인성교육, 실험실습, 국제화능력, 인 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교양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강성원외, 2000). 이러한 능력을 직 으로 학교육과정에 포함하기를 

요구하기도 하 다( 국경제인연합회, 2003a). 폭넓은 교양과 자기개발능력 등 개인역량과 

련된 교과목(이를 테면 기획문서작성, 리젠테이션, PC활용, 경 학기 , 문제해결기법, 기

업실무, 공 장학습, 공 로젝트, 경제학기 , 공이론 등), 외국어능력 등 국제화능력

과 련된 교과목( 어, 제2외국어, 한자 등), 인 계  의사소통능력 등 조직 역량비즈니

스 , 인 계, 커뮤니 이션 등), 그리고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 도 정신 등 태도 측면

의 교과목(창의  사고력, 자기 리, 리더십 등)이 그것이다. 

그 다면 학교육과정은 기업이 요구하는 바를 얼마나 수용해야 하는가? 이에 한 답변

은 학의 상  좌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소  연구 심 학이라 불리는 연구인력 양

성 주의 학에서는, 산업 실과 직결되는 교육과정 보다는 연구자 양성을 한 기 교육

을 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학교육과정의 은 학원에 

진학하기 이 에 연구자로서의 기 를 갖도록 하는 데에 두게 된다. 한편 학원과 문인

과 직업인 배출을 목 으로 하는 교육 심 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과 련하여 필요한 지

식, 기능, 가치 등을 학교육과정에 극 반 하고자 할 것이다. 

Ⅲ. 대학단계에서 개발해야 할 직업기초능력의 요소 추출

직업능력은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일컫는 명칭은 

‘job competencies', 'technical skills', ‘basic skills', 'common learning outcomes', 'common 

skills', 'core competencies', 'core skills', 'employability skills', 'essential skills', 'general 

skills', 'generalizable skills', 'generic skills', 'key competencies', 'occupational survival 

skills', 'personal, transferable skills', 'workforce skills', 'workplace basics',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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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 'workplace literacy', '공통기 능력’, ‘기 능력’, ‘ 이성 있는 일반능력‘, ’직업기

능력‘, ’직업생존능력‘ 등 국가 혹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언 되고 있다(정철  

외, 1998; 정철  외, 2000; 송병국, 2000). 

이와 같이 직업능력의 명칭만큼이나 직업능력의 하 역이나 하 요소들에 한 구분도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Custer & Claiborne(1992)은 직업능력(job competencies)

을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 으로 필요한 ‘공통기 능력(basic skills)’과 보 신입사원에게 필요

한 ‘고용 합능력(employability skills)’, 그리고 특정 직종에서 능률 인 직무수행을 하여 필

요로 하는 직종별 ‘ 문 능력(technical skills)’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교육성, 통상

성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직업을 한 21세기 직업능력(21st Century Skills for 21st 

Century Jobs)”은 읽고, 쓰고, 셈하는 학문의 기 능력, 컴퓨터와 련된 문  능력, 직원-고

객 간의 상호작용과 경 조직의 새로운 시스템에 필요한 조직  능력, 특정 회사에 필요한 회

사 특수 인 능력 등의 4가지 기  직업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무근 외(1997)도 직무수행

에 필요한 능력을 기 능력, 공분야에 한 기술과 기능 능력, 직업윤리능력으로 구분하

다. 이때 기 능력이란 직업세계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인지 , 정의 , 심리운동 인 능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 공분야에 한 기술과 기능 능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 직업교육훈련체제에서의 주된 학습내용으로 주로 실기 주로 습득된다고 보았으며, 

끝으로, ‘직업윤리능력’은 일에 한 습 , 가치 ,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장생활을 유지

하거나 인간 계 등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능력이라 보았다. 이상의 분류들  고용 합

능력, 문  능력, 공분야의 능력 등은 특정한 직무에 계된 능력이라는 에서 ‘ 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 으로 요구되는 능력’인 ‘직업기 능력’과 구분

된다(정철  외, 1998, 2000). 

이와 련하여 직업기 능력의 하  역  하  요소들을 규명하기 하여 다수의 국내

외 연구들이 시도된 바 있다. 특히 1980년  후반부터 미국, 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는 우수한 인력양성을 하여 국가차원에서 21세기 직업에 필요한 공통기 능력에 한 연

구를 수행하여 왔다. 1988년 The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ASTD)와 

U.S. Department of Labor에서 공동으로 “Workplace Basics: The Skills Employers Want”라

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 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기 능력을 기 학습능력, 기 능력(3R), 의

사소통능력, 응력, 자기개발, 집단 효과성, 향력 등 7가지 역으로 구분하고, 각 역의 

하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16가지 요소를 설정한 바 있다. 

The U.S. Secretary of Labor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SCANS)는 제

조업, 보건서비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공공서비스업의 다섯 분야에서 높은 수행을 보

이는 근로자의 직무에 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이를 기 로 산업체 경 인, 공공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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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노동조합 등의 근로자  리자들을 면담하는 방법으로 직업기 능력의 요소들을 

확인하 다. SCANS가 확인한 직업기 능력의 하 역은 의사소통능력, 정보 처리  활용

능력, 문제해결능력, 인 계  력능력, 자기 리능력, 기술  지식의 용능력, 자원활

용능력 등 7개 역이다. 

Spencer와 Spencer(1993)는 우수 리자의 일반능력을 규명한 Boyatzis(1982)의 연구에 고

무되어, 직무별 능력군을 찾고 각 능력군을 다시 하  요소들로 구분하 다. 그 결과, 성취

지향성, 직업윤리, 자기 리  개발능력, 인 계능력, 커뮤니 이션능력, 조직인식능력, 정

보능력, 기획능력, 문제해결능력, 비즈니스  등의 요소들을 추출하 다. 

Amundson, Borgen, 그리고 Tench(1995)는 목 의식,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기술, 이론  

지식, 응용지식, 조직 응력, 인간 계기술, 그리고 자신감 등과 같은 8가지 역의 능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연구의 경우 정철  외(1998)의 연구가 다른 연구들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여

기에서는 직업기 능력의 하  역을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리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인 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의 9가지 역

을 들고 있다. 

이 주(2002)는 학단계에서 개발해야 할 직업기 능력을 자원활용능력, 인 계능력, 

정보처리능력, 조직 리능력, 자기개발능력, 기술활용능력, 다국가 문화이해능력 등 7가지 

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정승환(2005)은 기업체 졸사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단계에서 개발

해야 할 직업기 능력에 한 요구를 규명하 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학교육단계에서 개

발해야 할 직업기 능력은 성취지향성, 직업윤리, 자기 리  개발능력, 인 계능력, 커뮤

니 이션능력, 조직인식능력, 정보능력, 기획능력, 문제해결능력, 비즈니스  등 10개 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국경제인연합회(2003)의 조사결과 , 국내 기업들이 학에서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교과내용에 한 결과를 보면, 개인역량, 국제화능력, 조직역량, 태도  가치  등 

4가지 역을 학에서 다루어야 할 직업기 능력의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확인되는 바

와 같이, 국가에 따라서 혹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체 으로 자기

리  개발능력, 인 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활용능력, 기획능력, 문제해

결능력, 비즈니스  등을 직업기 능력의 하 역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직업기 능력을 찾기 하여,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직업기

능력의 하 역  요소들을 공통 인 요소들을 묶어 재분류한 다음, 각 하  역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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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D&
미국노동부
(1988)

SCANS
(1991)

Spencer&
Spencer
(1993)

Amusdson,
Borgen&T

ench
(1995)

정철영외
(1998a)

전국경제인연
합회

(2003a)
이현주
(2002)

정승환
(2005)

하위 
영역 
분류

성취지향성
주도성

자기확신
목적의식
자신감 - - 성취지향

성
영역
1

직업에 
대한 태도 조직헌신

직업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
올바른 가치관

경영철학 자기개발
능력

직업윤리

자기개발
능력 자기조절 자기관리 

및 개발 자기관리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집단
효과성
영향력

대인관계
능력

팀웤 및 
협력

관계형성
영향력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 영역

2
고객지향성 고객서비스 비즈니스예절 비즈니스

예절
의사소통

능력 대인이해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 프리젠테이션 의사소통

능력
영역
3

시스템
능력 조직인식 조직적응력 조직이해

경영학기초
경제학기초

기업실무(원리)
조직관리

능력
조직인식

능력
영역
4

정보
능력 정보수집 응용지식 정보능력 PC활용 정보처리

능력 정보능력 영역
5기술활용

능력
기술활용

능력
시스템
능력 정확성 수리능력 경영학기초

기획, 문서작성 기획능력 영역
6자원관리

능력
자원활용

능력
자원활용

능력

적응력 사고
능력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유연성
문제해결력 문제해결

기술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기법
프로젝트 수행

문제해결
능력

영역
7

3R
학습능력 3R 다국가문화

이해능력 기타

<표 1> 학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직업기 능력의 하 역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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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요소 하위 영역
영역1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직업 가치관 및 태도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영역2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우
호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그들의 협조
를 얻어내는 능력

팀웤 및 협력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리더십능력
고객서비스능력

대인관계능력

영역3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으
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도록 만드는 
능력

언어적 표현능력
비언어적 표현능력
대인이해능력
프리젠테이션능력
외국어능력

의사소통능력

영역4 자신이 속하거나 관련된 조직의 체계와 운영
원리, 영향력관계 등을 파악하는 능력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

영역5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업
무수행에 적절하게 조직⋅관리하며 활용하는 
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정보관리능력
정보활용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영역6 수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
하는데 필요한 능력

정확성
수리능력
창의력
자원활용능력
경영학기초

기획능력

영역7
업무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창조적 사고와 논
리적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능력

분석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유연성
프로젝트수행력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표 2> 학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직업기 능력의 하 역

할만한 명칭을 부여하 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다음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의 공통 요소를 재분류함에 있어서, 말하기, 읽기, 셈하기 주의 기 능력(3R)

은 의사소통능력과 수리능력으로 분류하 고, 다국가문화이해능력은 직무 특성에 따라 요구

가 크게 달라지는 요소인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단계에서 개발해야 할 직

업기 능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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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학 교양교육과정에 나타난 직업기초능력관련 교과목 편성 실태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직업기 능력을 높이기 한 학의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황을 악

하기 하여 국내외 10개 학의 교양교육과정을 분석하 다. 분석 상으로 선정된 학은 서울

학교, 연세 학교, 부산 학교, 성균 학교, 동국 학교, 한동 학교 등 국내 6개 학과 하버

드 학, 린스턴 학, 다트머스칼리지, 리엄즈칼리지 등 미국 4개 학이다. 

국내 학의 경우, 서울 학교와 부산 학교는 각각 서울과 지방에 치하고 있는 국립종

합 학으로 연구 심 학의 특성을 갖는 학교들이다. 연세 학교와 성균 학교는 사립종

합 학으로서 연구 심 학의 성격을 갖는 학교들이다. 한 동국 학교와 한동 학교는 교

육 심 학의 특성을 띠는 서울과 지방에 치한 학들이다. 이상의 국내 학들  서울

, 부산 , 연세 , 성균 , 동국 는 2004년 앙일보의 학평가에서 평 도, 졸업생의 

인성  품성, 직무수행능력, 리더십능력, 조직융화력  충성도, 외국어 등 국제경쟁력 각 

부문에서 20 권 내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한동 는 이들 학들 보다는 역사가 짧아 사회

 인지도는 아직 낮지만, 설립 부터 독창 이며 신 인 교육방법으로 주목을 받아 온 

학임을 감안하여 연구 상에 포함시켜 모두 6개 학을 선정하 다. 

한편 미국 학들  하버드와 린스턴 학은 2006년 US News & World Report가 선

정한 미국 우수종합 학교 공동 1  학으로, 미국의 표 인 연구 심 학이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다트머스칼리지와 리엄즈칼리지는 미국의 교양교육 심 학에 해당하는 학

이다. 다트머스칼리지의 경우 아이비리그 학들 에서 학생수와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 

미국 기업 채용 담당자를 상으로 한 아시안월스트리트 (2002.9.9.)의 2002년 조사 결과, 

미국 기업의 선호도 1  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졸업생들의 경  반을 보는 폭넓

은 시각과 친화성, 기업에 한 충성심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메사추세츠주에 

치한 리엄즈칼리지는 US Nes & World Report가 선정한 최우수 단과 학이다. 

이상 학들의 교육과정 편람에 제시된 교양 교과목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악하기 

하여, 교육과정 이수원칙,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등을 분석의 상으로 삼았으며, 일부 교과

목에 해서는 교수계획표의 내용을 참고하 다. 분석 상 학의 개 은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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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학교 유형 학교명 소재 분석 교육과정
개정년도 졸업학점수

한국
연구중심대학

서울대 서울 2004년 130학점
부산대 부산 2005년 130학점
연세대 서울 2005년 126학점
성균관대 서울 2005년 120학점

교육중심대학 동국대 서울 2005년 120/140학점
한동대 경북 2005년 140학점

미국
연구중심대학 Harvard Massachusetts 2005년 128학점

Princeton New Jersey 2004년 93/108학점
교육중심대학 Dartmouth New Hampshire 2005년 105학점

Williams Massachusetts 2005년 128학점

<표 3> 분석 상 학교의 개

2. 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 학교육과정 분석 결과에 한 타당성을 높이기 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먼 , 본 연구의 연구자가 분석의 틀에 따라 각 학의 교육과정 요람에 나타난 교과목명, 

교과목의 개요, 교과목 이수원칙, 교수계획표 등을 기 으로 분석하 다. 다음으로, 학의 

교육과정 문가 3인과 기업의 인사교육 담당자 3인의 검토를 받았다. 연구자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분류상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합의의 방식을 취하여 조정하 다. 이 과정에서 

각 과목의 유형 분류에 있어 연구자의 분석 결과와 문가들 간에 서로 일치하는 의견을 모

을 수 없었던 과목이나 각자의 의견이 달라 단이 어려웠던 과목에 해서는 해당 학의 

담당교수를 화 면담하거나 e-mail을 통하여 의견을 종합하 다. 

3. 분석 결과 

학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직업기 능력의 하 역과 련된 학 교양교과목 편성 황

은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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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교과목명 및

하위요소
직업기초능력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여성커리어와 리더십①②
일의세계와심리학①②

현대사회와 직업①②③
현대사회와 이미지메이킹①②
진로결정 및 경력개발①②
유학과 직업윤리③

대인관계능력
현대사회와 리더십①④
미래를 위한 자기이해와 
리더쉽개발①②③④

시민사회와 자원봉사①②③
여성커리어와 리더십④
리더십이론④
리더십세미나①②③④

유학과 리더십④
코칭리더십①②③④
글로벌리더십②③④
리더십워크숍④
예절교육 및 실습⑤

의사소통능력

말하기①④
인문학글쓰기①
사회과학글쓰기①
과학과기술글쓰기①
말과 마음①③
시사토론①
고급영어:시사토론①
국어화법①
국어문장의 이해③
실용문의 분석과 작성①
한국어어휘와 표현①
제2외국어⑤

글쓰기①
실용영어회화⑤
실용영작문⑤
제2외국어⑤
현대사회와 의사소통능력①
③
말하기와 토론①②③

스피치와 토론①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①
말하기①
영어쓰기⑤
영어발표⑤
시사영어⑤
비즈니스영어⑤
제2외국어⑤

조직이해능력 시사토론① 조직이란 무엇인가① 시사영어⑤

정보활용능력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⑤
정보사회와 커뮤니케이션
①②③④⑤
정보다루기①②③

인터넷과 전자상거래①②③
④⑤
정보와사회①②④
교양PC⑤

컴퓨터과학⑤
C프로그래밍⑤
인터넷프로그래밍⑤
정보문해④⑤
디지털 정보기술과 응용①②
③④⑤
테크노리더십④⑤
컴퓨터자료처리①②③④⑤
컴퓨터문서작성④⑤
정보통신윤리③④
IT시대의 의사결정전략①②③
④

기획능력
현대경제의 이해⑤
경제학개론⑤
통계학②
통계학의 개념및실습②

현대사회와 경제⑤
경제학입문⑤
통계학입문②
소비자와 마케팅⑤

컴퓨터자료처리②
수리적사고②
생활속의 통계②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
⑤
통계적 사고②
벤처경영의 이해⑤

문제해결능력
논리와 비판적 사고①②
시사토론②
창의성과 산업패러다임③

논리적 사고와 세계상②
비판적 사고①②
일반논리학②
창의적 사고③

<표 4> 한국 학과 미국 학의 교양교육과정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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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교과목명 및

하위요소
직업기초능력

부산대 동국대 한동대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직업윤리①②③
적성및진로탐색①②
여성의 커리어개발①②

자아와 명상Ⅰ-Ⅱ① 근로의무1-6③
21세기직업과삶①

대인관계능력
리더십과 조직관리①②③④
여성의 커리어개발④
서비스이론과 실무⑤

사회봉사①②③
리더쉽의이해①④
인간커뮤니케이션②③
공동체리더십훈련②

의사소통능력

창의적사고와 글쓰기①
열린생각과 말하기①
실용영어Ⅰ-Ⅳ⑤
프리젠테이션과토론기법①④
제2외국어⑤
여성의 커리어개발④

TOEFL,TOEIC,TEPS⑤
국어작문의 이론과 실제①
사이버작문①
영어회화Ⅰ-Ⅱ⑤
실용영어Ⅰ-Ⅱ⑤
시사영어①
제2외국어⑤

Public Speaking⑤
실용작문①
제2외국어⑤
영어회화⑤
영어토론①

조직이해능력
현대사회와 기업정보①
한국자본주의와 재벌의 역사
①

기업과 사회①
소비자와 시장환경①
시사영어①

정보활용능력
실용컴퓨터Ⅰ-Ⅳ④⑤
인터넷 정보자원의 활용①④
⑤

컴퓨터프로그래밍⑤
공학컴퓨터응용⑤
인터넷프로그래밍⑤
컴퓨터활용과 실습⑤
정보기술입문①②③④⑤
컴퓨터응용 및 실습⑤

정보처리개론⑤
정보처리실습①②③④⑤
UNIX⑤
프로그래밍입문⑤
C프로그래밍⑤
데이터통계처리③④⑤
데이터베이스활용③④⑤
인터넷활용①④
인터넷프로그래밍⑤

기획능력

기업과 경영⑤
생활과 경제②⑤
벤처창업과 혁신③④⑤
마케팅의 이슈⑤
실용통계학①②
기획력 개발과 홍보①④⑤

경제원론⑤
경영학원론⑤
회계원리②
광고학입문①③⑤

통계학②
경영학입문⑤
경제학입문⑤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③⑥
여성의 커리어개발③
열린생각과 말하기④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④

과학적사고와 철학적사고
①②

<표 4>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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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교과목명 및

하위요소
직업기초능력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다트머스칼리지 윌리엄즈칼리지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윤리학연구①
자아, 자유, 존재① 윤리학과 경제학③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연구④
의사소통능력 글쓰기①

외국어⑤
글쓰기 세미나①
외국어⑤

글쓰기①
외국어⑤

글쓰기①
외국어⑤

조직이해능력

정보활용능력
컴퓨터와 컴퓨팅⑤
조사입문①
컴퓨터 과학 입문⑤

컴퓨터과학⑤
컴퓨터 과학 일반⑤
경제학을 위한 통계 
및 자료 분석①②⑤

아이디어, 이상, 
컴퓨터 과학⑤ 컴퓨터 과학⑤

기획능력

수의 마술②
불확실성과 통계적 추론②
계산학입문②
정량적 방법 입문②
정량적 추론: 연역적 논리②
경제학원리⑤
세계를 보는 경제학적 관점
⑤

수학②
윤리학과 경제학⑤
계량경제학응용②
계산학②
정량적 추론②
수리적 문제해결②

정량적 및 연역적 
과학②

정량적 추론②
경제학⑤ 
통계학②

문제해결능력 정량적 추론: 연역적 논리②
불확실성과 통계적 추론② 논리학입문②

정량적 및 연역적 
과학②
경제 대 환경④
아이디어, 이상, 컴
퓨터 과학⑥

정량적 추론②

자기 리  개발능력: ①자기 리능력 ②진로개발능력 ③직업 가치   태도

인 계능력: ① 웤  력능력 ②갈등 리능력 ③ 상능력 ④리더십능력 ⑤고객서비스능력

의사소통능력: ①언어  표 능력 ②비언어  표 능력 ③ 인이해능력 ④ 리젠테이션능력 ⑤외국어능력

조직이해능력: ①체제이해능력 ②경 이해능력 ③업무이해능력

정보활용능력: ①정보수집능력 ②정보분석능력 ③정보 리능력 ④정보활용능력 ⑤컴퓨터활용능력

기획능력    : ①정확성 ②수리능력 ③창의력 ④자원활용능력 ⑤경 학기

문제해결능력: ①분석  사고 ②논리  사고 ③창의  사고 ④유연성 ⑤ 로젝트수행력 ⑥문제해결능력

<표 4> - 계속

이상에 나타난 <표 4> 와 <표 5>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학의 경우 직업기 능력과 련된 체 교과목의 수에 있어서 서울 , 

연세 , 부산  등 한국의 연구 심 학은 교육 심 학과 비교하여 교과목 수에 있어는 뚜

렷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의 표  연구 심 학으로 선정된 서울 , 

연세 , 성균 , 부산 의 직업기 능력 련교과목은 각각 22개, 21개, 36개, 22개 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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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한국 미국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부산대 동국대 한동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다트머스 윌리엄즈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과목수
22

과목
21

과목
36

과목
22

과목
21

과목
23

과목
14

과목
12

과목
5

과목
6

과목
전체 교양 
교과목수 
대비 비율

4.5% 9.4% 19.8% 9.3% 12.4% 24.2% 8.9% 2.4% 1.9% 2.0%

<표 5> 직업기 능력 련 교양교과목의 수

편성되어 있었으며, 교육 심 학인 동국 와 한동 의 경우는 각각 20개, 23개 과목이 편성

되어 있었다. 

체 교양 교과목수 비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학의 경우, 성균 를 제외하고는 체

으로 연구 심 학의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수 비율은 체 교양 교과목수의 10%를 넘

지 않고 있어 교육 심 학인 한동 의 24.2%에 비교하여 낮은 비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교육 심 학이 문인  직업인 배출을 요한 목 으로 하는 만큼 학생들의 취

업과 련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등을 학교육과정에 극 반 한 결과로 보인다. 특

히 성균 의 경우 분석 상이 된 어떤 유형의 학교들보다도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 수

나 비율이 월등이 높은 것은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서 학생들의 요구와 기업의 요구에 따른 새

로 교과목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이 연구

심 학으로서의 학의 상이나 기능에 어떠한 향을 주게 될 지 여겨 볼만하다. 

반면, 미국의 연구 심 학과 교양교육 심 학들 간에는 다소 상이한 차이를 발견되었다. 

미국의 표  연구 심 학인 하버드 와 린스턴 는 직업기 능력 련교과목의 수가 

각각 14개와 12개인데 반하여, 교양교육 심단과 학의 표 인 로 볼 수 있는 다트머스

칼리지와 리엄즈칼리지의 경우는 각각 5개와 6개 다. 이 한 연구 심 학의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 편성이 교육 심 학에 비하여 상 으로 조할 것이라는 상과 반

되는 결과이다. 물론 연구 심 학의 경우 단과 학의 수나 공 교수의 수가 교육 심 학

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편성 가능한 교과목의 범 도 넓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학의 경우에는 체 교양 과목수 비 비율에 있어서도 연구 심 학과 교육 심

학의 언 할만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의 과목 이수방식에 있어서 각 학들은 주로 핵교육과

정제와 학문 역별 배분이수제 방식을 주로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별로 채택

하고 있는 직업기 능력 련교과목의 이수방식은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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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교명

중핵교육과정 학문영역별 배분이수제
자유

선택제필수
이수제

부분필수
이수제

선택
이수제

이원적
중핵교육과정

필수
이수제

부분필수
이수제

선택
이수제

이원적
배분이수제

서울대 ◯ ◯
연세대 ◯
부산대 ◯

성균관대 ◯
동국대 ◯ ◯
한동대 ◯ ◯

하버드대 ◯
프린스턴대 ◯

다트머스칼리지 ◯
윌리엄즈칼리지 ◯

<표 6>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의 이수방식

<표 6>에서 보듯이, 부산 , 성균 , 하버드 , 린스턴 , 다트머스칼리지는 핵교육

과정제를 취하고 있다. 부산 의 경우, 창의  사고와 쓰기, 열린생각과 말하기, 실용 어, 

실용컴퓨터 12학 은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과목이다. 나머지 직업기 능력 

련 과목들은 사상과 가치, 사회와 문화, 인간과 역사, 생명과 물질, 문학과 술, 건강과 

여가, 제2외국어 등 7개의 핵 역으로 구분된 편제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편성된 과

목들 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균 는 유학과 리더십, 유학과 직업윤리, 

쓰기의 기 와 실제, 스피치와 토론, 비  사고, 수리  사고, 통계  사고, 창의  사고, 

컴퓨터과학, 인터넷 로그래 , 어쓰기, 어발표, 시사 어, 비즈니스 어, 로벌리더십 

등의 과목들은 유학사상과 가치 , 쓰기와 커뮤니 이션, 사고의 기 , 디지털정보문화, 

로벌문화 등 5개의 핵 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다. 그리고 말하기, 진로설정 

 경력개발 등의 과목은 일반교양으로 학생들이 역 제한 없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학의 경우, 하버드 에서는 쓰기와 외국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외국문화, 역사연구, 문학과 술, 도덕  추론, 정량  추론, 과학, 사회 분석 등 7개의 핵 

역을 구분하고 학생들이 각 역 내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린스턴

에서는 쓰기와 외국어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선택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

으며, 그 외에 인식론과 인지 역에서 1과목, 윤리  사고와 도덕  가치 역에서 1과목, 역

사  분석 역에서 1과목, 문학과 술에서 2과목, 정량  추론 역에서 1과목, 과학과, 기술

역에서 2과목, 사회 분석 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트머스칼리

지는 쓰기, 1학년 세미나, 외국어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반교양과목은 세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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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한국 미국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한동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다트머스 윌리엄즈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 - - 근로의무 - - - -

의사소통
능력

고급
영어

글쓰기
영어

창의적사고
와 글쓰기
열린생각과 
말하기
실용영어

영어회화
영어토론

글쓰기
외국어

글쓰기
외국어

글쓰기
외국어 글쓰기

정보활용
능력 - - 실용컴퓨터

정보처리개론이론
정보처리개론실습
UNIX
프로그래밍입문
C프로그래밍

- - - -

<표 7>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  필수과목 

화 역에서 3과목, 간학문 역, 술 역, 문학 역, 철학 역, 국제 비교연구 역, 정량  과

학 역, 기술  응용과학 역에서 1과목, 사회분석, 자연과학 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 , 연세 , 동국 , 한동 , 리엄즈칼리지는 핵교육과정제와 더불어 학문배

분이수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동국 의 경우, 자아와 명상, 국어작문의 이론과 실제, 어회

화, 실용 어, 컴퓨터활용과 실습 등의 과목 10학 을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그 외의 

과목들은 불교와 문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외국어, 일반교양 역으로 구분하여 각 

역 내에서 일정 수의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한동 의 경우 근로의무는 인성  

리더십의 역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이며, 리더십의 이해, Public Speaking, 실용작문, 21세기

직업과 삶 등은 인성  리더십 역에서 선택하도록 한 과목들이다. 그리고 기 학문분야

별로 인문, 역사, 사회, 수학, 자연, 술 등 6개 학문분야를 나 고 각 분야 내에서 학생들

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리능력에 련된 통계학 과목의 경우 수학 분야에 

편성된 선택과목의 하나이다. 미국 학  핵교육과정과 학문배분이수제를 병행한 학은 

리엄즈칼리지이다. 쓰기와 정량  추론 역을 핵 역으로 지정해두고, 공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 상이 된 학들의 필수과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의 필수과목 지정과 련하여 한․

미 학의 차이 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의 경우는 쓰기, 외국어( 어), 컴퓨터활용능

력 등인 반면, 미국 학은 쓰기와 외국어를 체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공 있다. 양

국 학 모두 의사소통능력의 언어  표 능력 요소들에 련된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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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한국 미국 계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부산대 동국대 한동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다트머스 윌리엄즈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 2 3 3 1 3 2 1 - - 15 (8.8)
대인관계능력 2 4 4 2 - 3 - - - 1 16 (9.4)
의사소통능력 11 6 7 5 6 5 2 2 2 2 48(28.0)
조직이해능력 - 1 - 2 2 - - - 1 - 6 (3.5)
정보활용능력 3 3 7 2 6 9 3 3 1 1 38(22.2)

기획능력 4 4 4 6 4 3 6 5 1 2 39(22.8)
문제해결능력 2 1 1 1 1 - 1 1 1 - 9 (5.2)

171
* 여러 역에 공통 으로 련되는 과목은 주 련 역에 한번만 카운트하 음.

** (   ) 안은 체 련 교과목수 비 비율

<표 8> 직업기 능력의 하 역별 련 교과목 수 단 : 개, %

정하고 있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무학  필수과목의 사례는 다트

머스칼리지의 쓰기와 외국어, 한동 의 근로의무 과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트머스칼리

지의 경우 외국어 능력을 매우 비  있게 다루고 있는 편으로, 분석된 미국의 타 학들이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운 하는 데 비하여 외국어로 읽기, 말하기, 일정 요건 갖추기를 강

조하고 이를 하여 해외 견 로그램(Dartmouth's Language Study Abroad; D.L.S.A.)을 

운 하고 있었다. 한 한동 의 근로의무 과목은 도구과목이 아닌 정의  역의 과목이면

서 필수과목으로 운 되고 있는 에서 타 학과 구별되는 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직업기 능력의 하 역들  의사소통능력, 정보활용능력, 기획능력 세 가지 역

에 련된 과목의 수가 타 역에 비하여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미국 학, 그리고 연구 심 학과 교육 심 학에서 공통 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의 <표 8>에서 보듯이 분석 상 학의 직업기 능력 련교과목 171과목  73.0%를 

의사소통능력, 정보활용능력, 수리능력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능력, 정보활용능력, 수리능력 등이 직업의 기 인 능력이면서 한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를 살아가기 해 필요한 핵심 인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 학의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들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직업기 능력의 각 

하 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일부 요소들에 편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석 상이 된 모든 학들에서 공통 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각 하 역별로 구체 으로 살펴보면, 자기 리  개발능력 역은 업무를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를 

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으로, 자기 리능력, 진로개발능력, 직업 가치   태도의 하 요소들

로 구분된다. 이에 비추어 분석된 학들의 련 과목들은 자기 리능력, 자기개발능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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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업 가치   태도의 요소를 포함하는 빈도가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분석된 모든 학들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지만, 이들 교과

목들은 의사소통능력의 여러 하 요소들  언어  표 능력과 외국어능력에 한정된 말하기, 

쓰기, 외국어 련 과목들이 부분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모국어나 외국어로 

정확하게 표 하는 능력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을 감안하면 상 방의 의사와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 방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도록 만드는 능력, 즉 인이해

능력, 비언어  표 능력, 리젠테이션 능력 등의 요소들을 함께 배양할 수 있도록 련 교

과목들의 개편 혹은 신규 교과목 개발이 요청된다 하겠다. 조직이해능력의 역에서 체제이

해, 경 이해, 업무이해능력의 요소들  체제이해와 계된 내용을 다루는 과목에 편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의 과목들에서 다루는 조직이해능력 련 과목들이 시

사문제 토론에 필요한 사회 반 인 체제에 한 이해나 사회의 기업  환경에 한 

범 한 이해 등을 다루는 개론과목인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획능력의 역에 있

어서 정확성, 수리능력, 창의력, 자원활용능력, 경 학기 능력의 하 요소들  련 교과목 

편성이 수리능력과 경 학기 능력에 편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상이 된 학들이 교양교과목 이수방식과 무 하지 않아 보인다. 즉, 학문 역별 배분이수

제의 경우 자연과학분야의 수학 련과목, 사회과학분야의 경 학 련과목, 핵교육과정제를 

취할 경우 정량  추론 역에 포함되는 선택과목의 하나로 이들 과목을 편성하고 있기 때

문이다. 

다섯째, 동일한 내용을 난이도에 따라 여러 수 의 강좌로 편성하는 경우, 학생이 자신의 

수 에 알맞은 강좌를 선택하기 보다는 일 인 단계  수강을 통하여 일정한 수 에 도달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로 계열을 용하고 있는 과목들은 체로 

한국 학들에서는 외국어능력이나 컴퓨터활용능력과 련된 과목들이며, 미국 학들에서

는 외국어능력, 쓰기능력, 그리고 수리능력에 련된 과목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목들은 

다른 역의 학습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도구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트머스칼리지의 1학년 2학기 말까지 쓰기5, 쓰기2-3을 수강해야 하며, 이는 학 으

로 표기되지는 않지만 모든 학생들이 수강해야 한다. 강좌 당 인원은 각각 18명, 15명으로 

소규모 수업이며, 수강 기간 동안 다양한 소집단 학습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담당 교수  튜터가 정규 으로 학생들을 개별  혹은 집단으로 하여 활발한 상호작용

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쓰기9: 작문이론과 실습, 쓰기8: 매체를 활용한 쓰기 등 심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어과목은 무학  필수과목으로 일정 수 에 도달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외국어 강좌는 각 국별로 다양한데, 각 강좌들은 모두 3개의 수

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수 에 알맞은 수업을 등록할 수 있지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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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3수 에 도달해야 한다. 한동 학의 경우 어회화1-3, 어토론1-2, 제2외국어1-2 등

의 과목은 타 학의 경우와 유사하나, 근로의무를 무학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두고 6개 

학기 동안 교내 청소, 농사활동 등의 육체노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배양하고자 하는 에서 타 학과 차별화되는 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통합  성격의 과목을 찾는 데 있어서 연구 심 학과 교육 심 학의 차이를 밝

히기는 어려웠다. 분석된 모든 학들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직업기 능력의 하 역들에 공

통 으로 련된 과목들을 편성한 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를 테면, 부산 의 ‘창의  

사고와 쓰기’는 쓰는 기능의 신장을 도모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수 으로 탐구와 사고력 

배양을 거치도록 설계하고 있어, 의사소통능력의 언어  표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창의  

사고력에 공통 으로 련되는 통합  성격의 과목으로 볼 수 있다. 한 서울 의 ‘시사토

론’은 의사소통능력의 언어  표 능력과 조직이해능력의 체제이해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

력의 비  사고력 등이 공통 으로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하버드 의 

‘정량  추론: 연역  논리’는 기획능력의 수리능력과 련되나 수를 다룸에 있어 논리  사

고방식을 기르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다트머스칼리지의 ‘아이디어, 이상, 컴퓨터과학’은 최종

으로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습득하게 되지만 컴퓨터 기능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의 

방법의 하나로 컴퓨터과학을 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기존의 학교육은 산업사회에 맞게 설계되어 산업사회 인재상에 필요한 인  자원을 양

성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나, 학에 한 사회의 요구가 구체 인 지 의 시 에서  다른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요구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특성

상 학의 진로  직업교육에 한 필요가 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육단계

에서의 진로교육 혹은 직업교육에 한 요구가 증 됨에도 불구하고, 재 학의 교육내용

이나 학 졸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능력과 기업의 업무 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사

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연구 심

학과 교육 심 학의 교양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 편성 황을 비교

하여, 우리나라 학에서 직업기 능력 함양을 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에 기  자료와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 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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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 능력과 련된 체 교과목의 수에 있어서 서울 , 연세 , 부산  등 한국의 연구

심 학은 교육 심 학과 비교하여 교과목 수에 있어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체 교과목수 비 비율에 있어서 동국 , 한동  등 교육 심 학의 직

업기 능력 련교과목 편성 비율이 연구 심 학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미국의 학들에서는 연구 심 학과 교육 심 학들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학원생 비율, 교수들의 수업 부담이나 연구 실 , 연구비 수혜 실  등을 기 으로 학

의 성격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의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에서 

드러나야 한다. 학마다 학생들의 수 과 교육  욕구, 그리고 진로가 다르고, 지역  특성

이나 지역사회의 학에 한 기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학의 교육과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육 심

학은 연구 심 학에 비교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사회  요구 반 이 더욱 활발한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학들이 학 유형을 떠나 기 인 지식과 보편 인 

지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학 본래의 기능을 꾸 히 유지하는 교육과정을 

지속하고 있는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의 이수방식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학들은 핵교육

과정제와 학문 역별 배분이수제, 그리고 자유선택제를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학문 역별 배분이수제의 방식으로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을 편성한 학들의 

경우는 이러한 분석의 상이 교양교과목의 이수 방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들과 일반 통 인 교양교과목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직업기 능력 교육과정의 편성에서 어느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며 어느 과목을 선택과목

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결정과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비 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해당 학의 교육목 , 학생들의 요구와 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 으로 규정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요건들을 바탕으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구분하고, 정 비율

을 찾아 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의 편성

에 있어서 학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핵심 인 직업기 능력의 하 역을 설정에 한 경

험 이고 기 인 연구에 근거하여 핵 역을 설정하거나 하 역별 교과목을 편성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한국과 미국 학의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들은 직업기 능력의 7가지 하 역

들  의사소통능력, 정보활용능력, 기획능력의 일부 요소들에만 편 되어 련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이들 역의 과목들을 동일한 내용을 난이도에 따라 여러 수 의 강좌로 편

성하는 경우, 학생이 자신의 수 에 알맞은 강좌를 선택하기 보다는 일 인 단계  수강

을 통하여 일정한 수 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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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업기 능력의 다양한 하 역을 고루 갖춘 균형인이라는 을 감안하면 학의 직업

기 능력 련 교과목 개발에 있어서도 특정한 역이나 요소들이 편 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직업기 능력의 하 역 혹은 하 요소들 에서 단기간의 학습

으로 습득하기 어렵거나 지속 으로 반복할 가치가 있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선별하여,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수 의 과목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한 직업기 능력의 하 역들과 하 요소들에 한 일정한 논리 이고 경험 인 계

를 구분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이에 근거하여 기본 인 개발내용과 심화수 의 개발내용을 

구별하여 교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일 수 있다. 여기에 학생들의 직

업기 능력 수 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개인의 수 에 알맞은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에게 필요한 직업기 능력을 함양을 한 보다 효과 인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한국과 미국 학 모두에서 직업기 능력의 하 역들 간의 연결을 시도한 과목은 

극히 일부과목에 한정되었다. 이는 부분의 직업기 능력 련 교과목들이 도구  성격이 

짙어 특정한 요소의 기능을 배양하는 데에 집 되어 있는 것과 련이 있어 보인다. 기

이면서 도구 인 성격의 과목 특성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공학습에 들어가기 이 에 

각 하 역들의 기  학습을 연결하여 실제 인 장면에서 수행해 으로써 학습을 재확인

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 인 성격의 과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 하여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 능력 

함양을 한 과목들을 기 로 하여, 각 학의 특성을 반 하는 고유의 경력개발 과정이나 

학별 인증제 과정을 운 하는 방식으로 로그램화 한다면, 학생들의 직업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더욱 체계 이고 효과 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학의 직업기

능력의 하 역 혹은 하 요소들을 반드시 정형화된 학의 정규과목을 통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규 과목을 운 하는 것보다 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이

나 진로상담 등의 근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비정

규 과정을 도입하는 융통성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학에서 직업기 능력 과정을 편

성하거나 련 과목을 개발할 때에 기업의 교육 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직업세계의 필요

를 보다 극 으로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 심의 연구이

므로, 각 학이 제공하는 직업기 능력 련 교양교과목의 내용  교육방법을 구체 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제한 을 지닌다. 따라서 직업기 능력 련 교양교과목의 운 에 한 질

인 근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 상태이다. 

학 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해 에 따라 상이한 단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교

육은 개인으로 하여  삶의 목 을 실 하도록 돕는 활동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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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면서 추구하는 요한 목표의 하나가 ‘행복’이며, 인간이면 구나 일을 떠나서는 행복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학이 교육을 통해서 직업기 능력을 함

양시켜주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구 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업기 능력의 함양과 

련하여 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해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 간에 일정한 합의

가 필요한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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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general 

curriculum for key competencies

2)Lee, Eun-Hw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n organization of general 

curriculum for key competencies by analyzing 10 undergraduate's curriculum in Korea and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key 

competencies required for the undergraduates' career development were found. Second, An 

analysis of undergraduate's curriculum for key competencies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was conducted.

According the findings based on these analysis,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have been foun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even key competencies required for the undergraduates' career 

development. Those were self-management and development, human relationship,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awareness, information, planning. Second, general curriculum 

in Korea have reflected more social needs than United States's. Third,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empirical and basic study on key competencies. 

Key words: key competencies, general curriculum, undergraduates'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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