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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만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1967년부터 국가의 정식 제도

로 자리잡은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제도에서 직업훈련기준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 직업훈련 관계자들 사이에는 직업훈련기준이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

인 훈련실시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여 직업훈련기준

의 올바른 개편 방향과 이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먼저 교육과정기준

에 비추어서 직업훈련기준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그 구성체제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으며, 직업훈

련 실시과정에서 직업훈련기준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직업훈련기준의 성격을 탐색하고,

직업훈련 과정에서 직업훈련기준이 수행하는 기능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직업

훈련에 영향을 많이 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직업

훈련기준의 개편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직업훈련, 직업훈련기준, 교과과정

Ⅰ. 서 론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사회는 날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직업의 종류 또한 다양화되고 새로

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추세 속에서 올바른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아시아교육연구 3권 1호

Asia n Journa l of Educ a tion

2002, Vol. 3, No . 1, pp . 89-108.

논문 요약



90 아시아교육연구 3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의 습득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은 각기 분야와 계층

에 따라 특수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정규교육과정만으로 양성하기에는 여러 가

지 어려움이 많다. 정규교육과정의 경우 급변하는 산업체 수요를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 전문직업인 양성에는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인력을 양성·공급하

거나, 재직근로자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부적합하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 166).

직업훈련이란 이처럼 정규교육과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

되고 있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직업

생활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무기능 유휴인력을 기능 인

력화하여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공급하게 해 준다(노동부, 2001a).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공포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적 및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이는 직업훈련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훈련교사, 훈련생

그리고 훈련내용의 범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급화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직업훈련 과정에서 훈련교사와 훈련생이 상호 작용하는 내용인 동시에 양자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물인 직업훈련기준1)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업훈련기준에 의해서 무

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훈련내용과 훈련방법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직업훈

련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표준적 지침인 직업훈련기준은 1969년 직업훈련법 시행

령이 제정되면서 개발·적용되어 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직업훈련의 여건변화와 산업현장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친 변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훈련 관계자들(정부, 직업훈련실시자, 훈련교사 등)은 직업훈련기준에 관

하여 논의할 경우, 그것의 내재적인 성격과 기능에 초점을 두어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외재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어 역기능적인 측면만을 편파적으로 부각시켜온 감이 없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예가 직업훈련기준이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실시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예컨

대, 강순희, 1997; 유길상, 1997; 유필우, 1997 등). 이는 역으로 말하면 정부가 직업훈련기준을 직

업훈련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직업훈련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경우, 직업훈련기준을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서 어떻게 개

편하고 운영하면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보다는 기업주들에게 걸림

돌이 되는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취급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최근의 한 연구(주인중, 박윤희, 2001 : 127- 129)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업훈련기준이

직업훈련을 합리적으로 실기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1)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직업훈련 이라는 용어 대신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기준 도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

리에게 보다 익숙하고 간결한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기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의 개편방향과 과제 9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공부문의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사업주들은 그저 그렇다에 26.3%, 별

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에 31.6%가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직업훈련기준에 제시된 전공교과의 내용

이 산업사회 기술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업주들은 그저 그렇다에

26.3%, 별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에 26.3%가 응답을 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직업훈련의 실

시에 있어서 직업훈련기준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필요한 것이라면 본래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고 있는가? 정말 직업훈련기준은 본질적인 속성상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실시를

저해하고 있는가? 정부는 직업훈련기준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직업훈련기준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의 초점이 주로 정책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다 탐색적인 시각에

서 직업훈련기준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먼저 직업훈련기준의 개념과 위상을 밝히고, 성격과 기능을 규명해 볼 것이다. 이어서

외국의 직업훈련기준을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

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훈련기준의 개편과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Ⅱ. 직업훈련기준의 개념과 위상

엄격하게 말하면 직업훈련기준은 법률용어이다. 이는 교육분야에서 언급되는 교육과정기준과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직업훈련을 교육의 특수한 형태의 하나로 간주하고 교육과정기준에 비추어

직업훈련기준의 개념을 탐색해 보고, 그 구성체제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본 후, 직업훈련과

정에서 직업훈련기준이 차지하는 위상을 논의할 것이다.

1. 직업훈련기준의 개념

직업훈련에서 말하는 직업훈련기준이란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과정과 같다. 따라서 먼저 교

육에서 언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난 후에 그에 비추어 직업훈련기준

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교육에서 사용되어지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김종서, 이영덕, 정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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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237- 238).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김호권, 이돈희, 이홍우(1979 : 28)는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되 그것은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타당하게 선택된 것이며, 교육의

방법적 원리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직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 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중등교

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문서로 결정·고시한 교육내용에 관한 전

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초·중등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에 관한 국가수준의 기준 및 기본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2). 이와 같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분담 체제를 살펴보면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기준을 고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를 작성하

여 제시하며,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직업훈련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의 직업훈련기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직업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교과내용·시설 등에 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노동

부장관과 협의 후 제시하는 표준적 지침을 말하며 이 기준은 기준훈련기준과 기준외 훈련기준

(훈련교과편성 예시) 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기준훈련기준이라 함은 훈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에 적

용하는 직업훈련기준을 말하고, 기준외 훈련기준이라 함은 기준훈련을 제외한 훈련으로 훈련시간

이 20시간 이상인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참조할 수 있도록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기준과 직업훈련기준을 비교할 경우 직업훈련기준은 교과과정과 훈련설비로 구성되

고, 교육과정기준은 교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업훈련기준은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의

통합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근접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이종성, 1989). 그러나 훈련설비나 교

육시설은 직업훈련기준 혹은 교육과정기준의 하위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것은 개념상 큰 문

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직업훈련기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업훈

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기간, 훈련시설 기준면적, 교과과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말하는 바, 직업훈련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2. 직업훈련기준의 구성체제와 운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의 훈련기준 구성 내용은 크게 훈련 직종명, 훈련기간, 훈련직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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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훈련시설 기준면적, 교과내용, 평가사항, 참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기간은 훈련직종의

고용가능기능단위(modules of employable skill: MES) 중 최소 훈련기간과 훈련직종의 총 훈련기간

(최대기간)을 표기하며, 훈련직종 정의는 해당 직종에 대한 직무의 내용과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훈련시설 기준면적은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에 필요한 교실, 실습장, 공구 및 재료

실 등의 면적을 30명/ 60명/ 90명/ 120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과내용은 크게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고, 공통교과 에서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

인이 갖추어야 할 기초소양과 전공교과를 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기술을, 전공교과 에서는 훈련

생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고용가능기능단위의 전공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훈련시간은 고용가

능기능단위내의 세부 훈련내용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훈련내용별로 훈련 도달목표를 상·중·

하로 제시하여 훈련수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훈련내용별로 이론 및 실기를 구분하여 실습을

유도하였다.

평가사항은 훈련비용 차등지원(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제시한 것

으로서 훈련기관 공통사항인 훈련과정개발·운영, 훈련생관리, 훈련성과, 교육훈련 결과평가로 나

누어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와 수요자 중

심의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에 참조할 사항을 제시하였고, 참고사항을 통해 당

해 직종과 관련된 교재, 국가기술자격종목, 직업활동영역 및 취업정보 등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훈련기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훈련직종별로 일러두기를 제시하여 훈련기관에서 연간 훈련계

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과과정 및 참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이론 대 실기 비율은 30 : 70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종의 특성에 따라 훈련실시자가

자율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별 시간배정을 보면, 공통교

과는 총 훈련시간의 10% 내외이고, 전공교과는 총 훈련시간의 55% 내외이다. 훈련기관의 자율편

성 시간은 총 훈련시간의 35%로 하여 훈련기관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자율편성시간은 훈

련기관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따라 고용가능기능단위의 훈련내용 시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것을

추가하여 교과내용을 편성할 수 있다.

3. 직업훈련기준의 위상

직업훈련에 있어서 직업훈련기준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우

리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직업훈련의 3요소는 훈련교사, 훈련생 그리고 훈련내용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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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 가지 요소 중 훈련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로 직업훈련기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직업훈련기준에 의해서 훈련교재가 만들어지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출제기준의 내용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다. 좀 더 공식적인 측면에서

볼 경우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직업훈련기준의 준수여부가 그 판단의

준거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훈련상황에서 훈련교사와 훈련생은 결국 훈련내용을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을 하게되

는 바, 여기에서도 직업훈련기준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직업훈련기준에서는 소기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훈련의 내용과

더불어 내용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내면화되는데 필요한 도구적인 측면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직업훈련기준

훈 련 내 용

훈련교사 훈 련 생

[그림 1] 직업훈련기준의 위상

Ⅲ. 직업훈련기준의 성격과 기능

직업훈련기준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직업훈련의 과정에서 직업훈련기준이 수행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항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여기에서

는 먼저 직업훈련기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 아울러 그것이 수행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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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훈련기준의 성격

1) 직업훈련기준의 존재가치

직업훈련기준의 성격과 관련하여 첫번째로 논의할 사항은 과연 직업훈련기준이 필요한가? 하

는 문제이다. 직업훈련 관계자들 중의 일부는 직업훈련기준의 존재가치를 매우 평가절하하고 있

다. 이들은 어떠한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는 훈련실시 기관에서 설정할 문제이고, 이같은 목표가

설정되면 그에 도달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 또한 훈련실시자 그 자신이라고 본다. 따라

서 직업훈련기준은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직업훈련기준은 각 기업체

에서 자사(自社)에 특유한 기능(firm- specific skill)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역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훈련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최신성과 현장성을 결여하

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직업훈련의 실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논박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일단의 문제점들을 훈련실시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은 직업훈련기준의 존재가치 그 자체에 대한 비

판이기보다는 현행 직업훈련기준의 체제와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

다. 따라서 직업훈련기준이 타당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합리적으로 운용된다면 그 가치는 충

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직업훈련기준이 훈련실시 기관을 규

제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직업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경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직업훈련

을 직업훈련답게 실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길잡이로서 직업훈련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직업훈련기준의 성격

두 번째 문제는 직업훈련기준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와 관련된 것이다. 즉 직업

훈련기준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참고자료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되는 직업훈련기준의 성격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관장하는

정부의 입장과 훈련실시 기관간에 아직도 간극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훈련실시기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그들이 참조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준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는 시각이다. 이는 훈련실시 기관에 대

한 서비스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른 하나는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불신과 다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주고 그의 준수여부를 늘 감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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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직업훈련은 그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파행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 같은 견해에 대응되는 훈련실시 기관의 입장도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정부에서 제공

해 주는 직업훈련기준이 해당 직종의 효율적인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인

식으로 이는 주로 공공직업훈련 기관의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족쇄와 같은 것이라 보는 견해로서 이는 주로 사업내직업훈련 실시기

관의 입장이다.

이 같은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훈련기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배타적으로 어느 한 극단을 선택하기보다는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직업훈련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은 준수하

도록 하되, 그 밖의 주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간의 각 입장 중 첫 번째 견해에 초점을 두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즉 정부에서는 훈련실시 기관에 대한 서비스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훈련실시 기관에서는

도움을 제공받는다는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통제와 자율의 적정화 문제

끝으로 살펴볼 쟁점사항은 직업훈련기준을 통제와 자율이라는 대립되는 개념 속에서 볼 때,

그 적정화의 수준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양성훈련 이외의 훈련과정은 대부분

단기간이고 훈련직종도 매우 다양하다. 이 경우 직업훈련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훈련의 경직화

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반면에 전면 자율화 할 경우에는 훈련내용의 부실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하면 문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통제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를 자율화

할 것인가? 이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원론적인 답은 기본적인 것은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자율

에 맡긴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업훈련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본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로 직업훈련 실시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훈련내용의 타당성과 훈련방법의

적합성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도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은 훈련내용과 훈련방법이며 그 밖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

여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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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기준의 기능

교육에서 말하는 교육과정기준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2002)는 ① 공통적, 일

반적, 표준적인 교육내용 기준설정의 국가적 책임, ② 동일한 질과 수준의 보통교육 보장의 기회

균등 실현, ③ 교육내용의 학교급별 체계성 및 일관성 유지, ④ 국민교육의 일정 수준의 유지 및

관리, ⑤ 학교교육의 정치적, 종교적인 중립성 확보, ⑥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달성의 책임체제 확

립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직업훈련과정에서 직업훈련기준이 수행하는 역할과 매우 유사하다.

직업훈련기준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대별될 수 있다(김봉환,

이종성, 1996 : 19).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본 직업훈련기준의 기능으로는 ① 효율적인 직무수행

을 위한 인력양성의 표준제시, ② 직종별로 직업훈련의 균등수준 보장, ③ 직업훈련의 계획, 조직,

지도 및 통제에 필요한 지침제시, ④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경제적 지위확보의 도모, ⑤ 훈련

시설과 설비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직업훈련 여부 판단의 준거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어서 미시

적 관점에서 본 기능으로는 ① 직업훈련교재 개발의 방향제시, ②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계획서 작

성의 기본방향 제시, ③ 훈련교사의 수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④ 교육훈련 결과의 평

가를 위한 준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주인중과 박윤희(2001 : 18- 19)는 직업훈련기준의 기능을 종합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한 직무표준의 기능을 수행한다.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동일직종에 대하여 지도하는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면, 수료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자

가 채용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국가의 인력수요 판단 등에서 훈련된 인력의 양과 질의 수량

적 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적인 훈련기준을 정하고 훈련현장에서 이에 맞는 훈련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훈련 수료자의 효용 가치를 고용시장에서 높일 수 있고, 국가적인 인력 활용의 표

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직종별로 직업훈련의 균등수준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로 하여금 경제적·기술적

변화의 결과를 이용하면서 개인의 지적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획득함으로써, 피

훈련자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자신의 생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주고, 국가적으

로 균등한 수준까지 훈련시킬 수 있는 한계를 제시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면, 직종에 따라 직업적 성장의 길이 넓게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직업적 성장이 어려운 직종도 있

게 되므로, 피훈련자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주게 된다. 그리고 훈련의 난이도에도 불균등을 초래하

게 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훈련의 계획, 조직, 지도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직업훈련 과정은 교육에 비하면

일종의 비공식 학습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산업기술의 변화나 고용시장 구조에 따라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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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지도내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직종의 발생, 직종의 소멸·감소 등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이

때마다 특정 기업이나 훈련기관이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

에서 종합적인 계획 하에 직업훈련 과정을 조직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훈련기관이 선택하여 훈련

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수정의 필요성이 생겨도 개인이나

단체의 편협한 입장에서 검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경제적 지위확보를 도모한다. 국가단위에서 직종을 선정하고

훈련내용을 제시하여, 이에 맞는 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개인이나 한정된 단체에서 정한 것보다

활용범위가 넓고, 또한 공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 취업조건으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적

성장발전에 큰 재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Ⅳ. 외국의 직업훈련기준과 그 시사점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그 발전과정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과 독일 직업훈련의 영향을 상

당히 많이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직업훈련기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일본과 독일의

직업훈련기준이 어떻게 개발되고 운영되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일본의 직업훈련기준

현재 일본에서도 직업능력개발을 둘러싼 경제사회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

다. 경기조정 과정에 있는 요즈음에도 일부 업종이나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은 여전히 높을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연소노동력의 대폭적인 감소 등으로 노동력 인구의 신장이 둔화

되고 노동력 수급은 부족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기술혁신 정보화의 진전, 서비스 경제화와 3차 산업 분야의 확대, 국제화 등도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반영하는 직업훈련기준 개정의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한국산업인력관

리공단 역, 1994). 첫째, 근로자,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래의 대상자의 속성별 훈련체계인

양성훈련, 향상훈련 및 능력재개발훈련의 세 단계 훈련체계에서 습득시키고자 하는 기능 및 지식

의 정도(程度) 와 기간(期間) 에 바탕을 둔 유연한 훈련체계로 전환하였다. 즉, 지식의 정도에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의 개편방향과 과제 9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따라 보통직업훈련 및 고도직업훈련 으로 구분하고, 기간에 따라 장기간 및 단기간 으로 구분

하여, 그 조합에 따라 네 가지의 훈련과정을 설치함과 동시에 각각의 직업훈련의 기준을 정하였다.

둘째, 장기간 훈련과정의 훈련시간도 종래 연간 1,600시간을 표준으로 해왔으나 훈련기법의 향

상 등으로 효율적인 직업훈련의 실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여유 사회를 향한 분위기가 높아지

는 가운데 직업훈련의 실시에서도 훈련생이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

문에 1,400시간으로 단축하였다. 또 근로자 및 산업계의 직업능력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하고 있음

을 감안하여 훈련과(訓練科)의 교과과목은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규정하기

로 하고 그 훈련시간은 연간 800시간으로부터 1,000시간 정도로 하였다. 그 밖의 400시간 내지

600시간 정도의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각 훈련시설에서 지역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과과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능의 고도화·복합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훈련과정에 대해서 훈련계·전공과제를 도입하였다. 단기 과정의 경우에는 훈

련과로만 제시되어 있으나, 장기 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과가 훈련계와 전공과로 구성되어 있

다. 즉, 훈련생이 직종간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폭넓은 기능·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系)기초와, 기술혁신에 의해 고도화·다양화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공과(科) 로 된 훈련계·전공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단기간의 훈련과정에서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최신 기능의 다양화, 고급화, 지역의 요구 등

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훈련과를 더욱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 등에 관련된 것을 제

외하고는 구체적인 훈련과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훈련기준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과

정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주요 구성내용에는 ① 훈련의 대상자, ② 교과, ③ 훈련기간, ④ 훈

련시간, ⑤ 훈련의 실시방법, ⑥ 설비, ⑦ 훈련생의 수, ⑧ 직업훈련지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독일의 직업훈련기준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직업훈련은 이원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에서는 이와 같은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왔고(예

컨대 이상조, 서용호, 1981; 노동부 199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왔다. 여기

에서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이원적 직업훈련의 체계 속에서 직업훈련기준은 과연 어떻게 기능

을 수행하는가를 알아보고, 특히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기준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매우 합

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해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직업훈련연구소 역, 1988).

이원화 직업훈련의 특성은 훈련생이 직업세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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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사업체와 직업학교에서 병행 실시되는 훈련을 통해 습득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원화라는

용어는 사업체와 직업학교라는 훈련장소의 이원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훈련 제도상의

모든 조건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이원화제도에서는 구체적인 훈련목

표와 훈련내용 역시 훈련장소별로 달리 규정된다. 현장훈련의 기본원리가 되는 것은 법률로 정해

지는 직업훈련기준으로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된다. 그러나 직업학교의 훈련계획은 각

주가 고시의 형태로 공표한다. 훈련계획은 문교장관회의에서 정하는 직업교육기본계획에 근거를

둔다. 훈련기준과 직업교육기본계획은 법적 형태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이원화제도로 실시되는 직업훈련은 국가가 공인한 훈련직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국가

공인 훈련직종은 법령으로 정해지며 법률에 바탕을 둔 직업훈련과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

직업훈련기준은 국가공인 훈련직종의 훈련목표 및 내용을 결정해준다. 국가공인 훈련직종에 대

한 훈련은 반드시 직업훈련기준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직업훈련기준은 해당 장관이 연방문교과

학성 장관의 동의를 얻어 법령으로 제정한다. 동 기준은 실질적 법률로서 사업체 훈련실시와 관

련한 인적구성(훈련을 제공하는자, 현장훈련 실시자, 훈련생)간의 상호기능에 관한 조정역할을 한

다. 훈련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과 이론지식은 현장훈련이나 공동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훈련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는 ① 훈련직종명, ② 훈련기간, ③ 훈련내용이 되는 기능과 지식(훈련

직종의 직무내용), ④ 전달할 기능과 지식의 물적, 시간적 구성을 위한 지침(훈련기본계획), ⑤ 검

정기준 등이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 실시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초훈련과 전공훈련의 구분, 훈련실시자의 의무, 현장훈련 계획수립 또는 훈련생의 보고서

작성의 의무 등이 이에 속한다.

연방과 주의 합의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방직업훈련연구소 본회의는 직업훈련기준개발과

직업교육기본계획과의 상호 조정절차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의해 모든 직업훈련 참가자들(고용

주, 노조, 연방, 주)은 직업훈련기준개발 및 조정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훈련기준개발 및

직업교육기본계획과의 조정절차는 ① 연구 및 개발단계, ② 사전준비단계, ③ 개발 및 조정단계,

④ 제정단계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과 독일의 직업훈련기준은 각기 독특한 특색을 지니면서 내실있고 효율

적인 직업훈련의 실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보다 포괄적인 견지에서 몇 가지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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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의 직업능력 개발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모습은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 즉 노동력 부

족,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의 사회진출,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진전, 경제의 서비스화 등은 우리

나라의 여건변화를 언급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일본이 직업훈련제도의

개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대안들을 마련했다면 우리는 직접적

인 시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직업훈련기준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일

본이 단행한 직업훈련 개편이 앞서 나열된 각각의 여건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지를 보다 구

체적이고 분명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의 직업훈련기준에서 직종간에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기능·지식과 전문적인 기능·

지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훈련계·전공과제의 도입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

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장기간의 훈련과정에 한하여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단기 과

정이 전문성 함양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 기능과 지식에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직종간에 공통적인 내용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훈

련기준에도 교과내용이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훈련기간에 따라 교과

내용의 구성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우와 같이 훈련의 기간에 따라 교과내용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각 훈련과정별 훈련기준에 훈련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우

리의 경우 훈련생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종별 훈련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일본이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별 직업훈련시설에서 융통

성 있게 교과과정을 설정하도록 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우리 나라에서도 교과과정을 자율적으

로 편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았지만, 훈련내용이 직종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훈

련기관별로 적정 내용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

리 나라의 직업훈련기준도 훈련실시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 및 훈련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주인중, 박윤희, 2001 : 116).

다섯째,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기준이 매우 세밀하고 정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직업훈련기준에 대해서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위상을 높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의 경우 일부에서 직업훈련기준을 매우 평가절하하고 있고, 특히 직업훈련에 대해

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 중의 일부도 직업훈련기준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업훈련에 있어서 직업훈련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준에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독일은 직업훈련기준 개발을 위한 훈련내용의 조사방법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산업현장의 직무조사 방법으로 사업체 방문조사와 직무분석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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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훈련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직업훈련기준의

핵심이라고 볼 때 이들의 치밀한 내용선정 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심의

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은 물론 교육학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

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직종전문가가 아닌 교과교육 전문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르며, 우리도 전문가의 선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독일의 직업훈련기준 개발과정에는 많은 이해단체 및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다. 즉, 교

사와 훈련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전문직단체 등 직업훈련과 이해관계를 조

금만 갖고 있어도 이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이익단체들이 각자의 입

장을 반영하려고 하다보니 교과과정을 제·개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문제

도 있지만 사회적 변화와 직업의 미래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Ⅴ. 직업훈련기준의 개편방향과 과제

앞에서 살펴본 논의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효율적인 직업훈련 실시를 위해서 직업훈련기준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이어서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구

체적인 과제들을 나열할 것이다.

1. 직업훈련기준의 개편방향

직업훈련기준의 성격을 바르게 정립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훈

련기준의 개편과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직업훈련기준은 해당 직종의 직업훈련을 직업훈련답게 실시하도록 하는 표준적인 지침

이 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직업훈련답게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떤 직업훈련 실시자가 훈련생을 모집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가 원하는 훈련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토대로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어떤 방식으로 훈련생들을 지

도해야 하는가를 궁금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종의 직업훈련기준은 이와 같은 훈련실시자

의 궁금증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역할이 직업훈련기준이 수행해

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기준 개편에 있어서는 이 같은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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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업훈련기준은 직업훈련 실시자가 해당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가장 타당성 있

는 내용을 기초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가이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기준은 훈련실시자를 구속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부에서 직업훈련 실시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명분을 주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직업훈련기준에 담겨진 훈련내용은 훈련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훈련시설과 장비는 훈련목표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달

성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간섭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훈련실시자도 직업훈련기준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직업훈련기준은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기술과 기능의 내용, 훈련실시 기관이 위치한 지

역사회의 요구, 훈련실시 기관의 특수한 여건, 훈련생의 필요와 요구 등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

록 탄력성과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이 훈련실시 기관, 훈련실시 여건, 훈련 대상자 등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훈련이

되도록 충분히 가변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로 직업훈련기준의 적용과 운용에 관련되는 개편

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2. 직업훈련기준 개편을 위한 과제

직업훈련기준을 앞에서 설정된 방향으로 올바르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

제들이 있다. 아울러 최근에 이르러 인력개발과 관련된 핵심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

혹은 성과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를 확립하고 직업훈련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직업훈련기

준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새로운 직종의 발굴과 개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훈련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인구구조의 중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인구의 고학력화가 가속화 될 뿐

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고용창출

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한국노동연구원, 2000). 그러나 지금까지 신산업

유망직종으로 발굴되어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된 직종은 50개에 불과하다(노동부, 2001b : 100). 따

라서 직업훈련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훈련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

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훈련기준 개발의 확대이다. 직업훈련 분야의 수요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직업훈련기준 개발의 분야를 다양화하고 광범위한 직종의 훈련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발

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훈련실시 기관에서 어떤 분야, 어떤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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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직업훈련기준은 479종에 불

과하다. 개발된 직업훈련기준 중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분야가 218종이고 기술공 및

준전문가 분야가 103종에 이르고(노동부, 2001b : 97) 나머지 분야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셋째, 변화하는 산업체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기

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비판 중 상당수는 직업훈련기준에 담겨진 훈련내용이 산업체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직무분석이다. 그러나 직무분석이 완료된 직종은 한계가 있고, 해당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기준 개

발과 직무분석이 거의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직무분석의 내용이 직업훈련기준에 제대로 반영

되기가 어렵다. 아울러 직무분석의 방법도 지나치게 비교확인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무분석의 새로운 모델(예컨대 Nonton, 1983; Kirwan & Ainsworth, 1992)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직무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산업체 현장실사의 강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보완하여 산업

체의 변화하는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업훈련기준 개발과정에 관련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 공업국가들은 직업훈련기준의 개발과정에 정부, 산업체, 교육훈련 전문가집단, 국가자격관련

전문가 집단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처럼 산업별 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거나 노·사·정 등의 합의를 통해 직업훈련기준이 제정되어야 기업체 현장 친화적이고, 아울

러 훈련실시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직업훈련기준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출제기준이 합리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독

일의 경우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자격검정은 곧 직업교육훈련 과

정 이수에 대한 최종 시험의 형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독일에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직업훈련과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책 결정부터 집행에 이

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와 밀접한 내용으로 직업훈련

기준과 자격검정의 내용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훈련기준과 출제기준간에 연계

가 부족하면 직업훈련과정의 운용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섯째, 기존에 개발된 직업훈련기준도 산업체의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직종별로 훈련기준의 개정주기를 차별화

해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의 직무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기존에

개발된 훈련기준의 개정주기는 더욱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직업훈련기준 개발 및 확정을 위한 직종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에 참

여하도록 해야 한다(주인중, 박윤희, 2001 : 178- 179). 즉, 직업훈련기준을 개발할 때 해당 직종에

대하여 적합한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가 참가하는 직종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된 직업훈련기

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직업훈련과 취업 등 직업훈련의 실시목적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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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도록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역점을 두는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직업훈련지도의 전문화 추구이다. 이제 직업훈련지도는 지시나 감독(supervision)이라

는 개념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지도와 조언(advice)이라는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

해서는 지도 담당자의 전문성과 봉사성이 일차적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전문성과 봉사성의

체득을 위해서는 지도 담당자를 별도로 엄격히 선발하여 전문 연수 코스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이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직업훈련 정책에 관한 홍보강화가 요구된다. 직업훈련 실시자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동향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직업훈련을 관장

하는 정부나 훈련실시자 양자 모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같은 홍보

가 다소 미흡하여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실시자

와 정부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최근 동향을 수록한 소식지 등을 창간하

고 일정기간을 주기로 발행·배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Ⅵ. 결 론

직업훈련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직업훈련기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업훈련기준에 대해서는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주장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직업훈련기준 본질에 비추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외재적인 요인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 온 느낌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제는 직업훈련

기준의 성격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직업훈련기준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

영하면 직업훈련 실시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직업훈련기준이 효율적인 직업훈련 실시를 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 것

인지 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기준은 해당 직종의 직업훈련을 직업훈련

답게 실시하도록 하는 표준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기준

은 직업훈련 실시자가 해당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가장 타당성 있는 내용을 기초로, 가

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훈련기준은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기술과 기능의 내용, 훈련실시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요구, 훈련실시 기관의 특수한 여건, 훈련생의 필요와 요구 등을 수시

로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과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훈련직종의 발굴과 직업훈련기준 개발의 확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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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체계 구축, 직업훈련기준의 개발과정에 관련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직업훈련기준과 출제기준간의 연계강화, 개발된 직업훈련기준의 개정주기 단축, 직종별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과 활용, 직업훈련지도의 전문화 추구 그리고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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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vision Policy and the Task
for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Kim, Bong-Wha n*2)

In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of Korea,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take on a very

important position. However, some of the proposals by the officials who are involved in

vocational training insist that the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not only do not perform this

role properly, but also interferes with voluntary training.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desirable direction for a revision policy and related tasks that should be done.

First of all, I investigated the concept of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and the position

that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play a part in the process of vocational training. Then, I

researched the properties of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and discussed the functions. Also, I

studied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of Japan and Germany and grasped the suggestions that

they have provided.

Based on such discussion, the guides for the revision of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are

as follows.

First,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should be a standard guide that induces effective

execution of vocational training.

Second,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should be a reasonable guide to introduc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vocational training.

Third,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should be flexible in order to reflect changing

technology in an industrial society and the special conditions for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Key Wor ds : Vocat i onal t r a ining, Vocat iona l t r a i ni ng s t andar d, Cur r i 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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