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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 누구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개인
의 행복 실현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시대적 도전입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학생들에게 21세기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사회 전체
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2025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미래인재
양성 정책이 더 이상 교육계만의 이슈가 아닌 경제(고용)와 복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이슈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번 연구가 교육 및 경제 분야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로 추진되었고 연구 주제 또한 교육계만
이 아닌 경제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이 필요한 만큼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의 협조로 산업계의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전문가 델파이 조사, 산업계
인사담당자들 대상의 설문조사, 해외 사례조사, 전문가 포럼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참여해 주셨습
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이루어진 이 연구의 결과가 미래인재 양성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델파이 조사와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및 한국경
제인총연합회와 참여 인사담당자들, 원고를 작성해 주신 교수님과 박사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
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연구진과 연구조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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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들어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가 전망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창조경제 구현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 방
향으로 설정되면서 창조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주요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을 분석해 교육해야 할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새로운 지식이 폭증하고 노동시장이 급변
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내용과 실제 세계에서 요구되는 역량 간의 불일치가 커지기 때문에 교육 혁
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커진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과 학습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교육과 사회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라별로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의 초점과 정책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
가야 하는 한국 상황에 적합한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교육 혁신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3개년 협동연구의 1차년도인 이번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중
심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혁신을 포함하는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2차 년도에 한국형 21세기 역량 교육 및 학습생
태계 구축 모델을 설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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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2.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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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1. 핵심역량 관점에서의 한국 경제의 변화 및 대입제도 진단
한국 경제의 변화가 인재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새로운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변신해 나가는 것은
심각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해소에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 기업의
요구에 교육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종속(subordinate)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
여 한국 사회의 장기적･지속적 발전의 관점에서 기업의 요구를 비판적으로 흡수하고 교육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가 교육 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 결과, 최근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국제적 위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요구가 산업계로부터 분출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와 양극화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장기적 지속 성장 가능성도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 시스템 혁신에 대한 대안 모색에 있어 기업의 요구가 사회 전반의 필요성과 차
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요구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속적 통합적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제도가 역량 형성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의 대학입시경쟁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아 온 주범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
교육이 개개인의 핵심역량 증진에 기여하기 보다는 대학입시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치중
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교육시장의 번창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역시 우리나라의 왜곡된 교
육체계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입시경쟁의 과열은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노력의 산물이므로, 입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본 분석은 이러한 대학입시의 역량 형성 측면에서의 부작용과 노동시장과의 연
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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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해외사례
초･중등교육 부문 해외사례
핀란드의 피스까스 모델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 예술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구성되며, 교
사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이벤트성 체험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다. 뉴욕시의 아이존 학교들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기존 평가방식에 덧붙여 문제해결능력, 효율적 의사소통능력 등의 역량을 새롭게 평가 항목에 포함
시킨다. 싱가포르에서는 덜 가르치고 더 배우자는 목표 하에 정규교육과정에 21세기 핵심역량의 요
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 등의 평가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호
주의 빅픽처 학교에서는 학생이 작성한 학습계획서로 최대한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교 학습과 연계한 인턴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 부문 해외사례
호주의 시드니 대학은 수업을 통해 다섯 가지 핵심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들의
역량개발 정도를 평가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고, 호주국립대는 핵심역량 학습방법을 세 유형으로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쿠즈타운대학교는 전공이수조건과 함께 핵심역량 이수조건이 있으며, 해당
교과목이 지칭하고 있는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핀란드의 경우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템페레 대학에서 학위 프로그램이 어떠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지 포괄적
으로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폴국립대는 치과 대학과 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역
량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평가방식에서는 임상 역량 평가로 변화되는 등의 노력을 살펴 볼
수 있다.

3.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정책 추진 현황
초･중등교육 부문 정책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역량 개념이 모호하고 교육과정의
설계와 편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다. 교수･학습법의 경우, 교과교실제
는 새롭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역량 강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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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업 운영 개선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수행평가는 역량 중심 평가로 볼 수 있지만, 수행평가 결과를 점수화 하여 지필고사 점수
와 합산하여 내신을 산출하면서 지필고사 평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여주었
다. 이에 최근 규준참조평가로부터 준거참조평가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 간 비교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목표 도달을 평가의 목표로 두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다.

ICT를 융합한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축 정책 현황 분석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
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으로 최신의 ICT를 융합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 2011년 6월에 발
표된 바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과제로써 첫째,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둘째, 온라인
수업 및 평가 활성화, 셋째, 교육콘텐츠의 안전한 공유･유동, 넷째, 교원의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무선 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의
보급은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초･
중등 영역에 온라인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와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또한, 교육
콘텐츠의 원활한 공유와 유통을 위해서는 저작권의 개선과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학습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사 연수를 통해 교원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하고
자기주도적이고 협력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한 물적인 환경 조성에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고등교육 부문 정책
정부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을 신설한 바 있
다. 대학이 정한 기준을 졸업의 요건으로 활용하는 제도인 졸업인증제도 우리나라 역량 중심 교육
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역량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개별대학의 혁신사례로 한동대학
교를 들 수 있는데, 신앙 및 세계관, 인성 및 리더십, 기초 학문, 외국어, 전공기초 등 5개의 특성화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 울산과학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역량 중심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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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4.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학습생태계 분석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역량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창조경제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과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한 핵심역량 그리고 그 핵심역량에 대한 현재의 교육 수준 등을 질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별로 핵심역량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도와 현
재 핵심역량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간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교수･
학습법, 교육평가 측면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선호도 조사 결과
를 제시하였다. 정책영역별(교육제도, 교수인력, 학력자격제도, 교육인프라, 교육재정, 교육거버넌
스) 그리고 정책대상별(학령기학생, 청년층, 여성, 취약계층, 일반성인, 고령자) 학습생태계 구축 방
안도 제시하였다.

Ⅲ.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 제안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역량 교
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10가지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미래 인재상으
로 21세기 핵심역량(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갖춘 창의･협력･공감적 인재 양성 제안. 둘째, 핵심역
량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개선의 연계 추진, 셋째, 핵심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목표를 재구조화하고 교과교육과정에 반영, 넷째, 개개인의 강점과 특성을 살리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교수･학습법 개발 및 활용 지원, 다섯째, 핵심역량 함양 과정의 평가와 피드
백을 강화하는 평가 방법 개발 및 활용, 여섯째,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 일곱
째, 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역량표준(NCS) 개발을 통해 초･중등단계에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단
계에 이르기까지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형성을 촉진, 여덟째, 핵심역량 지수 및 지표 개발을
통한 모니터링 및 교육정책에의 반영, 아홉째, 21세기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2025 미
래인재양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vi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문제

6

4. 연구 방법

7

Ⅱ. 이론적 배경 / 13
1. 창조경제 시대의 미래 인재상

15

2. 핵심역량 개념의 정의와 국내외 연구 경향

19

3. 학습생태계의 개념 정의와 모형

24

Ⅲ. 핵심역량 관점에서의 한국 경제의 변화 및 대입제도 진단 / 29
1. 한국 경제의 변화가 인재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31

2. 대학입시제도가 역량 형성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8

Ⅳ. 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해외사례 / 65
1. 초･중등교육 부문 해외사례

67

2. 고등교육 부문 해외사례

81

Ⅴ.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 생태계 구축 정책 추진 현황 / 95
1. 초･중등교육 부문 정책
2. 고등교육 부문 정책

97
123

vii

Ⅵ.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학습생태계 분석 / 131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133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종합

165

3.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67

4. 소 결

170

Ⅶ.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 제안 / 173
참고문헌 / 197
ABSTRACT / 209
부 록 / 213

viii

<부록 1> 델파이 1차 조사지

215

<부록 2> 델파이 2차 조사지

223

<부록 3> 델파이 3차 조사지

233

<부록 4> 핵심역량 범주화 구분(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38

<부록 5> 인사담당자 설문조사지

24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표목차

<표 Ⅰ-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연구
흐름도

6

<표 Ⅰ-2> 전문가 델파이 집단 별 참여자

8

<표 Ⅰ-3> 델파이 조사 내용

9

<표 Ⅰ-4> 경총 설문조사 내용

11

<표 Ⅱ-1> ATC21S 프로젝트가 제안한 21세기 핵심역량

20

<표 Ⅱ-2>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프레임

21

<표 Ⅲ-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추이

34

<표 Ⅲ-2> IMF 이후 30대 기업집단의 경영행태 변화 요약

38

<표 Ⅲ-3> 대한상의 100대 기업 인재상 변화

41

<표 Ⅲ-4> 전경련의 기업 인재상 조사 결과

42

<표 Ⅲ-5> 전경련의 주요 기업 인재상

42

<표 Ⅲ-6>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의 변화 요인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46

<표 Ⅲ-7> 각 학벌단계별 차별경험자의 비중

54

<표 Ⅲ-8> 학벌에 따른 주관적 차별 경험률(한계효과)

55

<표 Ⅲ-9> 성적 수준별 사교육 지출 현황

58

<표 Ⅲ-10> 수능성적 분위별 대학 시기와 고교 시기의 주당 자습시간 비교

60

<표 Ⅳ-1>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획득했는지 평가해볼 수 있는 기준

76

<표 Ⅳ-2> 빅픽처 졸업반(12학년) 학생 Zara의 일주일 시간표

80

<표 Ⅳ-3> 고등교육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핵심역량에 대한 영역별 비교

82

<표 Ⅳ-4>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역량모형 및 구성요소

85

<표 Ⅳ-5> ANU에서 제안하는 연구중심 대학형 핵심역량 습득 방법

87

<표 Ⅳ-6> 쿠즈타운 대학 주제별 역량 코스의 7가지 핵심역량

89

<표 Ⅴ-1>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역량, 교육과정, 교수･학습전략 분석

121

<표 Ⅴ-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지원 대학 선정 평가 지표

125

<표 Ⅴ-3> 수도권 주요대학의 졸업인증제 주요 내용

127

<표 Ⅵ-1>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

135

ix

<표 Ⅵ-2> 핵심역량 중요도와 교육 수준 간 차이 검증 결과(초중고교)

138

<표 Ⅵ-3> 핵심역량 중요도와 교육 수준 간 차이 검증 결과(대학)

139

<표 Ⅵ-4>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내용) 측면에서의 문제점

140

<표 Ⅵ-5>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문제점

141

<표 Ⅵ-6>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문제점

141

<표 Ⅵ-7>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초･중등)

142

<표 Ⅵ-8>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대학)

144

<표 Ⅵ-9> 학습생태계 모형에서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의견

147

<표 Ⅵ-10> 교육정책 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조사 결과

150

<표 Ⅵ-11> 정책대상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158

<표 Ⅵ-12> 2013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종합

165

<표 Ⅵ-13> 창조경제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핵심역량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167

<표 Ⅵ-14> 핵심역량 중요도와 교육 수준 간 차이 검증 결과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168

<표 Ⅵ-15>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 선호도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x

169

<표 Ⅵ-16> 학습생태계 구축방안 선호도 조사 결과(기업인사담당자 설문조사)

169

<표 Ⅶ-1> 정책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190

<표 Ⅶ-2> 정책대상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190

<표 Ⅶ-3> 핵심역량 지표 및 지수 개발 관련 참고 자료

194

<표 Ⅶ-4> 정책과제 정리

196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그림목차

[그림 Ⅰ-1] 21세기 역량 형성 모형

5

[그림 Ⅰ-2]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

11

[그림 Ⅱ-1]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직무의 변화 추세(미국)

16

[그림 Ⅱ-2] 대학 4학년의 미래 역량 중요도, 준비도, 향상도

17

[그림 Ⅱ-3] 장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및 부양비(1960~2100)

18

[그림 Ⅱ-4] 21세기 학습 체제

20

[그림 Ⅱ-5] 학습생태계 모형

25

[그림 Ⅱ-6] 학습생태계 모형을 통한 핀란드 교육 분석

26

[그림 Ⅲ-1]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서의 국가별 순위 변화(2000∼2010)

34

[그림 Ⅲ-2] 삼성과 노키아의 세계 브랜드 순위 변화

35

[그림 Ⅲ-3] 외환위기 전후 기업 경영의 변화 양상

38

[그림 Ⅲ-4] 중소기업 및 대기업 월평균 신규 채용자수

40

[그림 Ⅲ-5] 임시 일용직 및 비정규직 추이

44

[그림 Ⅲ-6] 임금격차 비중 추이

45

[그림 Ⅲ-7]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 요인

50

[그림 Ⅲ-8] 대학서열구조에 따른 학벌효과의 차이

51

[그림 Ⅲ-9] 각 학벌단계별 차별경험자의 비중

54

[그림 Ⅲ-10] 수학능력시험 등급별 응시생 구성(수리영역 기준)

59

[그림 Ⅲ-11]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대비 수학 성적 (PISA 참여국가 대상)

61

[그림 Ⅲ-12] 과학 사교육 참여시간 대비 과학 성적 (PISA 참여국가 대상)

62

[그림 Ⅳ-1] 싱가포르에서 규정하는 21세기 핵심역량

75

[그림 Ⅳ-2] 호주 ANU의 연구중심 대학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86

[그림 Ⅴ-1] 21세기 학습 사회의 교육 3.0

114

[그림 Ⅴ-2] 교육정보화종합발전계획 단계별 마스터플랜 발표자료(2009)

118

[그림 Ⅴ-3]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19

[그림 Ⅴ-4] 스마트교육 추진 방향

120

[그림 Ⅴ-5] 학교체제의 패러다임 전환

122

[그림 Ⅵ-1] 우리나라 맥락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134

xi

[그림 Ⅵ-2] 범주별 핵심역량의 타당도

136

[그림 Ⅵ-3]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핵심역량 교육의 현재 수준(초･중고교)

137

[그림 Ⅵ-4]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핵심역량 교육의 현재 수준(대학)

137

[그림 Ⅵ-5]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방향

145

[그림 Ⅵ-6] 역량 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안 중요도

146

[그림 Ⅵ-7] 기존교육기관의 정규학습(1영역) 개선 방안 선호도(초･중등)

148

[그림 Ⅵ-8] 기존교육기관의 정규학습(1영역) 개선 방안 선호도(대학)

148

[그림 Ⅵ-9]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를 위한 방안 선호도

149

[그림 Ⅵ-10] 교육제도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51

[그림 Ⅵ-11] 교수인력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52

[그림 Ⅵ-12] 학력자격제도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53

[그림 Ⅵ-13] 교육인프라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54

[그림 Ⅵ-14] 교육재정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55

[그림 Ⅵ-15] 교육거버넌스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56

[그림 Ⅵ-16]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59

[그림 Ⅵ-17]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60

[그림 Ⅵ-18] 여성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61

[그림 Ⅵ-19] 취약계층 대상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62

[그림 Ⅵ-20] 일반성인 대상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63

[그림 Ⅵ-21] 고령자 대상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164

[그림 Ⅵ-22]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핵심역량 교육의 현재 수준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그림 Ⅶ-1] 21세기 핵심역량 개념도

xii

168
177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문제
4. 연구 방법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교육
교육및및혁신적
혁신적학습생태계
학습생태계 구축(
구축(Ⅰ))
미래미래
인재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Ⅰ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창조경제사회로 진입할수록 창의적 인재 양성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경쟁력
의 핵심 요소가 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창조경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혁신에 적
극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직업세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과
정,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에 걸친 교육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는 2002년에 21세기 역량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이하 P21)이 설립되어
“교육과 기업, 지역사회, 정부 지도자들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모든 초･중등학교에 21세
기 역량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국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호
주, 핀란드, 싱가포르 등 6개국이 참여한 21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육”(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 이하 ATC21S) 프로젝트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어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인터넷기반의 협력 활동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ICT를
활용한 평가제도의 혁신을 통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스
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후원하고 국제 교육관련 기관들이 참여함으로써
21세기 역량 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OECD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2015년 시행되는 PISA(학업성취도평가)에 ‘협력적 문제해결력’영역을 포함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다양한 학습네트워크에 기반 한 혁신
적 학습생태계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사회와 경제의 복잡하고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차원을 넘어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 교육과 일(노동시장)의 연계 형성이 갈수
록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 호주, 핀란드, 한국 등 10개국 대표1)와 5개 글로벌 파트

1) 2013년 현재 GELP에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잉글랜드), 캐나다(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오스트렐리아(빅토리아, 오스트렐리아), 미국(뉴
욕시, 컬럼비아 주, 켄터키 주), 베이징 자오양 구(중국), 핀란드, 뉴질랜드, 인도, 브라질 등 10개국의 교육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들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Cisco, MS(빌&멜린다 재단), Intel 등이 후원하며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Innovation Unit가 연2회 개최되는
모임을 주관한다. 이외에도 하버드 교육대학원,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Hay Group, McKinsey, Bridge, 교육 재단인 the Asia Education
Foundation 등의 전문가들이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 GELP에는 KEDI, KERIS, EBS, KICE가 기관차원에서 참여하며, 이옥화 교수(충북대)와
앞에 언급한 기관의 전임 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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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들이 참가하고 있는 글로벌교육지도자프로그램(GELP)은 학습사회 실현을 목표로 정규학습과 비
정규학습, 기존교육기관과 신규교육기관이 연계된 ‘학습생태계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는 각국의 교육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교육관료, 연구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를 포함해 글로벌 교육관련 재단 및 연구기관, 기업 등의 대표들이 참여해 교육 3.0시대를 향한 교
육 혁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역량 교육에 관한 각국의 초점,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에 따
라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의 초점과 정책 방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 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핵심역량 중에서 의사소통능력 혹은 협업능력처럼 보다
일반적인 역량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사회적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
스 등은 노동시장과 교육의 연계를 강조하므로 핵심역량 교육에 있어서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스킬(skills) 함양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복지 국가적 접근을 강조하는 핀란
드, 덴마크 등에서는 시민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형성과 경제 발전을 위해 30년 동안 국가 주도적 발전모델을 추구하다가 90
년대 중반이후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해 온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에 적합한 교육 혁신 전략과 정
책적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입시위주의 지식 암기 교육에 치중하느라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력, 협업능력,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소홀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학교 폭력의 만연과 학생들의 연쇄자살 사건은 획일적이고 경쟁 위
주의 현 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
구되고 있다. 향후 지식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집단지성이 중요해질수록, 고차원적 사고력과 사회
적 역량,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구축 여부가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 차
원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복지 실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도전이자 기회에 직면해 창의･협력･공
감적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혁신적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형 교육 혁신 모
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요구받는 21세기 역량 교육의 수요 분석과 현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선진국들의 관련 교육 혁신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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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3개년 계획 연구로서 미래의 창의･협력･공감적 인재 양성을 위해 21세기 핵심역량 교
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의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21세기
역량 형성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Ⅰ-1] 참조).

[그림 Ⅰ-1] 21세기 역량 형성 모형

이를 위해 1차 연도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제도의 혁
신을 포함하는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차 연도는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중학교 대상)와 NCS(국가직무표
준, 특성화고와 전문대 대상) 정책을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차 연
도는 21세기 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중등 및 고등교육 모델을 구현하기 위
한 교육 혁신 전략과 구체적 정책 방안(법제도, 예산배분,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차
별 연구주제(3개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Ⅰ-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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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연구 흐름도

<대주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제1차 연도(2013)

⇧
⇨

제2차 연도(2014)

⇧
⇨

제3차 연도(2015)

⇧

⇧

⇧

<연도별 주제(연구초점)>

<연도별 주제(연구초점)>

<연도별 주제(연구초점)>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 한국의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
학습생태계 형성 사례 국제 비교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및 국내 델파이 조사 실시
국내 사례 검토 및 시스템 설계

미래형 교육시스템 실현을 위한
교육혁신 전략과 과제 제시

⇧

⇧

⇧

<목적>: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요
구되는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형성 사례를 국
제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형성의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해 조사함.

<목적>: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변혁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한국형 중등 및 고등교육
모델을 설계를 함. 이를 위해 핵심
역량 교육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자유학기제(중등)와
NCS(국가직무역량표준)를 집중
분석하고, 이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목적>: 한국 사회에 적합한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변혁적 학습생태
계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중등 및
고등교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구
체적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미래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선진
국들의 미래 인재 양성 을 위한 교
육 혁신 전략 및 실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미래 인재 양성
을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시사점
을 도출함.

자유학기제와 NCS 정책 현황 및
실천을 분석하고, 이들이 성공적
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
으로 중등 및 고등교육 혁신 모델
을 제시함.

⇨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고 학습
생태계 구축에 부합하는 중등 및 고
등교육 혁신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과 평가제
도 개선을 포함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함

3 연구 문제
본 1차 연도(2013년) 연구에서는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 진단에 대한 실증적 분석, 선진국 사례의 국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선 한국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
는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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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관련 국내 산업계의 수요를 분석하고 대학 입시제도가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산업계의 수요와 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구체적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 둘째, 선진국들(미국, 핀란드, 호주, 싱가포르)은 21세기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 각 국가의 교육시스템 혁신 전략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 셋째, 한국형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 각 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한다.

4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국내 이론적 논의 및 실천적 사례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기존 논의는 크게 핵심
역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렇게 정의된 핵심역량 개념에 근거해 핵심역
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 핵심역량 평가 진단 도구 및 표준 모델 개발, 그리고 정부, 연구기관, 기업
및 민간기관 등에서의 모델 적용과 수행 등 실천적 사례 등으로 정리된다.

나. 실증 분석
한국 경제의 변화가 교육훈련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2013) 보
고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자료를 재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요
구를 교육훈련에 반영할 것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현 교육제도로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입시제도가 특히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
영 및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이를 위해 김영철과 김희삼
(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KEDI POLL 2010, KLIPS 7차년도 조사 자료, 통계청의 2010년 사교육
비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경쟁
을 지양하고 역량 교육 및 장기적 진로 중심의 자기계발이 가능한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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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사례 국제비교 분석
ATC21S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핀란드,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 및
학습생태계 구축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해외의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실천 사례는 커
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교수･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
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그렇지만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아우르지 못한 사례의 경우, 각
나라별 강점 위주로 사례를 분석한다. 선진국들의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형성 정책을 비교
하고 우리나라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형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라. 전문가 델파이 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의 수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 교육 시스템을 진단
하기 위해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동연구진의 추천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예비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예비조사
대상자들에게 E-mail 및 전화로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지를 보내면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델파이 조사에는 교사, 교장, 장학사 11명,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6명,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9명, 인문･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7명, 학부모 및 시민단체 실무자 10명, 교육계 교수 및 연
구자 17명 등 총 60명이 참여하였다(<표 Ⅰ-2> 참조).
<표 Ⅰ-2> 전문가 델파이 집단 별 참여자
(단위: 명)

교사, 교장,
장학사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경제･산업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인문･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육계 교수 및
연구자

합계

11

6

9

7

10

17

60

1차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을 2013년 6월 중순에 시작하여 2013년 7월 말에 종료하였고, 2차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을 2013년 8월 초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3차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
을 2013년 9월 중순부터 2013년 9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E-mail을 통해 조사지를 발송하고 회수하
였다. 1차 델파이 조사의 경우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질적 연구 소프트웨어인 QSR
NVIVO 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주로 1차 델파이 조사의 응답을 기반으로 구
조화하여 대부분 설문 형태로 제시하였고 우선순위에 따라 숫자를 기입하거나 5점 척도 상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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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도록 하였으며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3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에 대한 응답을 구조화하여 설문 문항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내용은 다음 <표 Ⅰ-3>와 같다. 문항 내용은 크게 1)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2) 21세기에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 3)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4)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 5)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생태계
구축, 6) 정책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방안, 7) 정책대상별 학습생태계 구축방안으로 구성되었다.
<표 Ⅰ-3> 델파이 조사 내용
구분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3차 델파이 조사

1) 21세기 핵심역량 가) 우리나라 맥락에서 21세기 핵 가)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이유로
을 교육하는 것 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5점 척
이 필요한 이유 이유를 세 가지 내외로 기술
도 상에 표기
가) 핵심역량에 대하여 초･중･고
교에서의 중요도와 학교에서의
핵심역량 교육의 수준을 5점 척
도 상에 표기

나)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교육
해야 할 핵심역량을 초･중등교육
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다섯
가지 기입

나) 핵심역량에 대하여 대학교에
서의 중요도와 대학교에서의 핵
심역량 교육의 수준을 5점 척도
상에 표기

2) 21세기에 교육해
다) 위의 다섯 가지 핵심역량을
야 할 핵심역량
선정하게 된 이유 및 근거를 기술
라) 1-2에서 응답한 핵심역량들 나) 선정된 핵심역량이 사고방식,
을 어떤 범주에 따라 구분할 수 직무수행방식, 사회생활 방식 범
있을지에 대해 제안
주의 구성요소로서 어느 정도 타
마) 1-4에서 응답한 범주에 따라 당한지 5점 척도 상에 표기
1-2에서 응답하신 핵심역량들을
구분
다)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
정을 구성할 때 1)어떠한 접근이
더 적절한지 2)그 이유와 3)구체
적인 방안을 두세 문장 이내로
기술

다)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
정을 구성할 때의 구체적인 방안
으로 제시된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5점 척도 상에 표기

라)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측면에서 초･
아) 교육평가 측면에서 개선되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별로 3
야 할 점 기술
가지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기입

라) 정규학습과 기존교육기관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내
용에 대해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영역별로 3가지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기입

바)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
역에 따라 교육과정(내용) 측면
3) 21세기 핵심역량 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기술
을 교육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사) 교육방법 측면에서 개선되어
야 할 점 기술
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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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자) 우리나라 맥락에서 볼 때 제
시된 학습생태계 모형 각각에서
5) 핵심역량 교육과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학습생태계 구축
그 의견을 기술

6) 정책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차)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우리 마) 제시된 정책영역별 학습생태
나라 맥락에서 요구되는 학습생 계 구축방안에 대해 영역별로 3
태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정책 가지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기입
영역별(교육 제도, 교수 인력, 학
력 자격 제도, 교육 인프라, 교육
재정, 교육 거버넌스 등)로 기술

7) 정책대상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카)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우리 바) 제시된 정책대상별 학습생태
나라 맥락에서 요구되는 학습생 계 구축방안에 대해 영역별로 3
태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정책 가지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기입
대상별(학령기 학생, 청년층, 여
성, 취약계층, 일반 성인, 고령자
등)로 기술

3차 델파이 조사
마) 학습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
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최소한 3순위까
지 기입

마. 설문조사
최근 한국사회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21세기 창조경제사회의 인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실시기간은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가 마무리 된 2013년 8월 말부터 2013년 9월 말까
지였으며, 본 설문조사에는 인사담당자 총 42명이 참여하였다.
본 설문조사지는 두 차례의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
하였고, 여기에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역량과 현재 핵심역량 교육 수준에 대한
인식 등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공동연구진 내부의 검토를 거쳐 조사 내용을 확정하였다. 경
총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Ⅰ-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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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경총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 내용

∙ 21세기 창조경제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 세 가지 선택
1) 21세기에 교육해야 할
∙ 11개의 핵심역량에 대하여,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도와 (대)학교에서의 핵심역량 교육의 수준을
핵심역량
5점 척도 상에 표기
2)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생태계 구축

∙ (대)학교에서 11개의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표기
∙ 제시된 내용이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요한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표기

3)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와 사회의 협력에 기반 한 학습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표기
∙ 제시된 내용이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요한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표기

이상의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Ⅰ-2]와 같다.

[그림 Ⅰ-2]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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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창조경제 시대의 미래 인재상
현 정부 들어 창조경제 구현을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
고 있다. 그러나 아직 창조경제의 구체적 비전과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창조경제 시대
에 요구되는 인재의 상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조경제 시대의
교육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 인재상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이 창조경제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요청되는 인재상
에 비추어 교육의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고, 그를 토대로 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가 제안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창조경제 시대의 인재상과 관
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처음 제시한 호킨스(Hawkins)에 의하면, 창조경제의 특징은 창
의적 아이디어가 경제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Hawkins, 2001). 또한 플로리다(Florida)는 미국에서 창조 계층(creative class)의 부상을 실증 데
이터의 분석을 통해 제시했는데, 1999년에 창조 계층이 전체 노동인구의 약 30%에 이르며, 그 핵심
층이 과학･공학, 컴퓨터･수학, 교육, 예술･디자인･엔터테인먼트 분야 종사자들로 전체 노동인구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orida, 2003). 이어 유엔무역원조개발위원회(UNCTAD)는 2008
년에 <창조경제보고서>를 발간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창조성과 경제가 결합된 창조경제로 전환
됨을 제시하였고, 2010년에는 창조산업을 분석해 창의성, 지식, 문화, 기술이 일자리 창출, 혁신,
사회통합을 주도하게 됨을 보여줌으로써, 창조경제 개념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최상덕 외, 2011).
또한 21세기에는 선진국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에 있어서 창의성을 포함한 고차
적 (사고)역량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60년에
서 2000년까지의 미국의 직무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육체노동에 의
한 반복적 업무는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사람을 상대로 일하거나 분석력을 필요로 하는 비정형적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 참조). 김세직 외(2011)의 연구 결과 역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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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도 직무에서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비중이 1990년대 초 20% 정도에서 2000년대 이
후 30%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직 외, 2011).

[그림 Ⅱ-1]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직무의 변화 추세(미국)
출처: Autor et al.(2003); 최상덕 외(2011) p.32에서 재인용

또한 우리나라 맥락에서 미래 사회를 전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메가트렌드들을 분석하
기 위한 연구들 또한 계속해서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연구에서는 미
래 사회 전망을 위해 네 차원 즉 국지적, 세계적, 일시적,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의 다섯 영역에서 각각 3개의 메가트렌드를 도출해 총 15대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였다(한
국정보화진흥원, 2011). 이 분석을 토대로 볼 때, 세계화, 과학기술 변화, 환경문제는 세계적 변화
흐름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 양극화 등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변화로, 이
러한 변화들이 교육 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최상덕 외, 2012: 54-55).
미래 인재상과 관련해서는 주로 창의적 인재, 융합적 인재 등이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
상덕 외(2011)는 21세기 창의적 인재상을 창의성, 사회성, 인성을 갖춘 창의･협력･공감적 인재로 제
시하고,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로서 인성, 지식, 핵심역량을 포함하였다(최상덕
외, 2011: 60). 또한, 김왕동(2011)은 창의적 융합인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다양한 분야에 해
당되는 박학한 지식과 전문성을 제시하고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균형을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김
왕동, 2011: 17).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도 국가와 인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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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발전을 위해 창의성 존중을 필수요소로 삼으며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 개편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할 것을 중요한 정책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러한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미래 사회경제구조 변
화와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미래비전 2040⟫에서 이미 발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미래기획위원회, 2010: 67).
창의･협력･공감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해야 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현재 핵심역량 교육
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진단이 요구된다. 즉, 핵심역량이 중요한 정도와 핵심역량 교육수준 간
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상덕 외(2011)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
력, 직무수행능력, 사회생활능력, 전문지식, 창의적 인성이라는 다섯 범주의 19가지 역량에 대하여
취업 시 중요도와 현재 학생의 역량 수준 등을 조사하였는데, 창의력 및 혁신능력, 협동능력 및 리
더쉽 등에서 취업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도와 현재 학생의 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Ⅱ-2] 참조)

[그림 Ⅱ-2] 대학 4학년의 미래 역량 중요도, 준비도, 향상도
출처: 최상덕 외(2011). p.168.

미래 인재 양성과 관련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가 추격모델에서 선도모델로의 성
공적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로의 진입을 요구받음과 동시에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경
제, 복지, 교육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다음 [그림Ⅱ-3]을 보면, 202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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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활동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전망이다. 구
체적으로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
으로 그로 인해 크게 증가할 부양부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된다. 즉, 2025년을 기점으로 생산활동인
구 1인당 인구부양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비해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과 복
지의 선순환이 가능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미래 인재는 2025년을 전후한 시기에 다양한 사회 영역에 진출해
활동할 인재를 의미한다.

[그림 Ⅱ-3] 장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및 부양비(1960~2100)
출처: 기획재정부 국책연구기관 합동연구진(2012).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Ⅱ) - 성장분야 종합보고서. p.6.

종합하면, 향후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25년까지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이루어져 교육, 경제, 복지 간의 선순환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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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역량 개념의 정의와 국내외 연구 경향
가. 국외 핵심역량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역량 개념은 OECD의 대표적 역량 연구인 DeSeCo 프로젝트
(1997~2003)를 통해 정의된 역량(competencies) 개념을 토대로 발전된 것이다. DeSeCo 프로젝트
결과 제시된 역량의 정의는 지식(knowledge), 실행능력(skill), 삶의 태도(attitude)를 포괄하는 능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실행능력(skill), 태도의 중요성을 부각함
으로써, 21세기에 맞는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균형적으로 함양하는 교육이 요구됨을 강조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최근 OECD 등에서 DeSeCo 프로젝트에서 강조한
역량 개념(competencies)보다는 실행능력(skills) 개념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1
세기 들어 특히 산업계 등에서 실행능력(skill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2). 또한 측정평가 측면에서 총합적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competencies)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식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해 온 반면 실행능력(skills)
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간과된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ECD(2005)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다음 3가지로 범주화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으로 다양한 집단 내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으로 인간관계능력, 협동능력,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을 포함한다. 둘째, 자율적인 행동을 위한 역량으로 조직 내의 협력적･자율적 행동능력, 인생계
획 및 프로젝트 구상･실행 능력, 자신의 권리 및 필요의 옹호･주장 능력을 포함한다. 셋째, 상호작
용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역량으로 언어･상징･텍스트 등의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능
력, 상호작용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 새로운 기술 활용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2002년에 미국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의 교육을 위한 교육 혁신을 목표로 설립된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이하 P21)은 미국의 교육자, 기업, 지역사회, 정부 지도자들
이 협력해 미국 전역과 세계의 초･중등학교에 21세기에 요구되는 실행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도입하
고자 노력해 왔다3). 아래 [그림 Ⅱ-4]에서 볼 수 있듯이 P21에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실행능력을
‘생활 및 직업 관련 능력’, ‘학습 및 혁신 능력’, ‘정보･미디어 사용 능력’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
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 및 직업 관련 능력은 유연성 및 적응력, 진취성 및 자기주도력, 생산
성 및 책무성, 사회성과 타문화와의 상호작용 능력을 포함한다. 학습 및 혁신 능력은 비판적 사고,
2)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연구로는 ‘OECD(2011a). Towards an OECD Skills Strategy.’ 등을 참조하기 바람.
3) http://www.p21.org/about-us/our-histor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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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협업 능력, 창의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미디어 사용 능력은 정보 및 미디어 활용 능
력,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을 포함한다.

[그림 Ⅱ-4] 21세기 학습 체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역(2012). 21세기 핵심역량 -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 p.171.

한편 2009년부터 3개년에 걸쳐 세계 여러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1세기에 요구되는 실행능력
을 실제로 평가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21세기 실행능력의 평가와 교
육’(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 ATC21S)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그 결
과 다음 <표 Ⅱ-1>과 같이 10가지 핵심역량이 네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표 Ⅱ-1> ATC21S 프로젝트가 제안한 21세기 핵심역량
범주

역량

사고 방식
(Ways of Thinking)
- 창의력･혁신능력
- 비판적 사고력･문제
해결력･의사결정력
- 자기주도학습능력

직무 방식
(Ways of Working)
- 의사소통능력
- 협업능력

직무 수단
(Tools for Working)
- 정보 문해
- ICT 문해

출처: Griffin, P. 외(2011).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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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방식
(Ways of living
in the world)
- 시민의식 (지역/글로벌)
-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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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년 PISA 평가에는 ‘협력적 문제 해결력(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요소가 포함
될 전망이다. PISA에서 규정하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이해와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하며, 이에 따라 다음 <표 Ⅱ-2>와 같은 평가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표 Ⅱ-2>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프레임
이해도
(Establishing
understanding)

행동 정도
(Taking action)

조직하기
(Establishing
organisation)

탐구와 이해
(Exploring and Understanding)
표현과 조직
(Representing and Formulating)
계획과 실행
(Planning and Executing)
관찰과 성찰
(Monitoring and Reflecting)
출처: Davidson(2012). OECD International Assessment of Problem Solving Skills. p. 9.

이 연구에서 중시하는 인성(예: 공감, 도전 정신 등)은 마틴 셀리그만(2009)이 세계 공통의 여섯
가지 미덕으로 소개하는 지혜,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영성과 초월성(마틴 셀리그만,
2009: 203)과도 통한다.

나. 국내 핵심역량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국내에서도 핵심역량 연구가 여러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접근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
근 지식기반경제 또는 창조경제의 도래라는 시대적 도전에 대한 교육적 대응 차원에서 교육 혁신의
전략으로 핵심역량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핵심역량 연구의 경향을 연구 주제와 초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교육의 방향(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사회 트
렌드를 예측하고 그에 걸맞은 미래 인재상과 함께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
가 꾸준히 진행되었다(김영철 외, 1998, 1997, 1996; 김창환 외, 2011; 유현숙 외, 2011; 이혜영,
2007; 최상덕 외, 2011, 2012). 예를 들면, 최상덕 외(2011)는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로서 인성, 지식, 핵심역량을 제시하며, 핵심역량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능
력,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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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차원에서 핵심역량 기반 초･중등 교
육과정 설계, 핵심역량 기반 교과 개발,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류성창 외, 2012; 이근호 외, 2012; 최승현 외, 2011; 이광우 외, 2009,
2008; 이동임･김현수･김환식, 2008). 특히 2009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계기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의 도입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도 핵심역량의 의미를 밝히고 핵
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곽영순, 2012; 김경은,
2012; 문원식, 2012; 최승현, 황혜정, 2012; 권혜수 외, 2011; 김연희 외, 2010; 소경희 외, 2010,
2005; 김동일 외, 2009). 이와 관련해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습득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는 의사
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력, 정보, 기술 및 자원의 상호적 활용 능력, 자기관리능력, 조직
과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이 제시되었다(임언 외, 2008: 142-143; 윤현진 외, 2007). 또한 고등
교육 단계에서 습득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는 사고력,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국제이해, 문화
감수성, 직무태도, 기초 및 전문지식 등을 포함하고,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는 의사
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기술･자원의 활용능력, 자기관리능력,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직업기초능력 인증제도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전문계 고등학생･대학생 직업기
초능력 진단도구 개발,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개발 등을 위해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
축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진미석 외, 2011, 2010; 주인중 외, 2010; 임언 외, 2005; 이정표
외, 2004; 이종성 외, 2002). 특히 급속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
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전략으로 핵심역량 또는 직무역량의 측정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관련 연구들이 적극 수행되어 왔다.
넷째,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수련시설 및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권해수 외, 2010; 임영식 외, 2010; 권일남 외, 2010; 조아
미 외, 2009; 김태준, 2009, 2008; 최동선, 2009, 2008; 김기헌 외, 2010, 2009b, 2009a, 2008).
특히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서 주로 비인지적 역량을 측정함으로써 다
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한 비인지적 역량 함양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핵심 교육공약 중의 하나인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2013년 5월 21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4) 개발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14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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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산업체의 모든 직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보완을 완료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
히,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준
거, 이론 및 실습, 선행학습, 이수시간 및 수준, 평가 등으로 구성된 ‘학습모듈(learning modules)’
을 개발해, 이를 토대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전문대학의 교육 내용 변화를 적극 유도해
갈 계획이다. 또한 자격제도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을
정비하며, 종목 및 등급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의 재설
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통해 학습모듈 개발 및 교육과정 혁신은
물론 자격제도 개편까지 이루어내기 위해 관계부처(교육부･고용부) 및 관련 기관(산업인력공단･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이 협력하고 있다.
국내의 역량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해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competencies(역량) 개념과 그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인 skill(실행능력) 개념이 혼용되고 있
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OECD 등에서 skills 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대
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skill 개념의 번역이
쉽지 않은 것도 일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skill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는 본래 ‘기능(技能)’(사전적 의미로는 ‘육체적, 정신적 작업을 정확하고 손쉽게 해 주는 기술상의 재
능’,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에 가까우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능의 의미가 육체
적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skill을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
하기 쉽게 역량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competencies 개념을 skill 개념과 혼용
함으로써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즉, competencies 개념이 skill 개념으로 협소하게 이
해되거나 knowledge 개념이 skill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다.

다. 본 연구에서의 핵심역량 정의 및 연구의 방향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을 개인이 일생에 걸쳐 필요로 하는 지식, 기
능, 태도 등으로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의 모색과 함께 실제로 핵심역량 교육에 보다 부합한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4)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직업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도출, 표준화해 채용에 활용하
도록 한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면 교육훈련기관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 평가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해 능력개발을 선도할 수
있고 기업과 자격, 교육훈련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2014년 전 직종에 대한 NCS가 개발될 경우 곧바로 교육과정에 활용을
목표로 한다(한국대학신문, “NCS로 산업체와 간격 좁힌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336, 검색일자 2013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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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생태계의 개념 정의와 모형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에 걸친 교육체
계 전반의 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교과(subject)’와 ‘학력(academic credential)’
으로 대표되는 학교 중심의 교육체제가 ‘핵심역량’과 ‘능력인증체제’로 대표되는 학습생태계 중심의
학습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한숭희, 2006: 189).

가. 학습생태계 개념의 정의
학습생태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학습생태계의 구성 개념인 생태계(ecosystem)에 대해
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태계(ecosystem)의 개념을 가장 처음 사용한 사람은 Tansley(1939)
로, 그는 생태계의 특성과 관련하여 생물과 비생물의 구성요소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생물과 비생물
(환경)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Gütl, Chang, 2008: 3-4). 생태계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지식생태계(knowledge ecosystem)”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이 지식생태계의 한 구
성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식생태계의 다른 구성요소와 창발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지식을 창조하고 공
유하며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영만, 2006: 25-26).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생태계라는
개념이 지식의 활용과 접목되어 한 체계 내에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지식의 창조 및 공유라
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태계에는 가정(family ecosystem)과 학교(school ecosystem)가
있는데 인간은 가정 내에서 여러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학교에서 또래집단과 교사 등 여러 구
성원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강윤정, 김갑성, 2010: 26). 생태계라는 개념을 학습에 적용함으
로써 학습생태계는 사회기반시설에 의해 유지되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게 된다(GELP, 2013: 40). 학습생태계 내에는 기존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자선활
동가, 사회적 기업, 문화 및 창의적 영역, 기업 영역, 그리고 고등교육 등 다양한 주체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부 또한 급격히 발전하는 생태계에서 목적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주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GELP 2013: 42-46).
정리하면, 학습생태계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학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체계라
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생태계의 특성과 차이에 따라 학습행위, 학습과정이 달라지며, 그 자체가 의
식의 변화와 조직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지지하는 기초구조(infrastructure)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한숭희, 2002: 133). 또한, OECD(2010)는 학습공동체 구축과 관련하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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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 중심적인 학습이 지역 공동체와 연계되는 것을 서비스 학습(service-learning)이라고 지칭
하고 있다(OECD, 2010: 229).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의 참여와 협업으
로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학습생태계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는 21세기형 ‘학습사회’는 학교를 넘어 도시 또는 사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습조직과 학습 주체가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상호작용하는 학습생
태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최상덕 외, 2011: 5).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학습생태계(learning ecosystem)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
간에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함
양할 수 있는 학습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나. 학습생태계 모형
21세기 학습과 관련하여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 한 여러 이론적 모형들이 있다(Gütl, Chang,
2008: 4-9).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GELP에서 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한 “학습생태계
(learning eco-system)” 모형을 참고하여, 한국형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
축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GELP 모형은 학습의 다양화와 교육 기관의 다양화를
포함하며, 21세기에는 ‘학습자 주도성(learner ownership)’과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ies)’
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내 준다([그림 Ⅱ-5] 참조).

[그림 Ⅱ-5] 학습생태계 모형
출처: Innovation Unit for the GELP(2013). “REDESIGNING EDUCATION”.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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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생태계 모형에서 사분면은 학습의 다양화를 한 축으로 하고 교육 기관의 다양화를 다른 한 축
으로 하며, 학습생태계 형성과 관련해 학습자 주도성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강조된다. 디지털 기술
의 활용을 통해 블렌디드(Blended) 학습5)에서 보듯이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 간의 경계가 낮아지고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며, 학습자 주도성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선택의 주체가
됨으로써 신규 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학습생태계 형성을 통해 정규학습을
하는 기존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개선(improving)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비정규학습을 하는 기
존 교육기관에서는 정규학습을 보완(supplementing)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형태가 개발될 수 있다.
또한 정규학습 영역에 다양한 신규 교육기관이 진입하면서 개혁(reinventing)이 이루어지고, 비정규
학습영역에 신규 교육기관이 진입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이 출현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모형을 활용하여 GELP(2013)는 핀란드의 학습생태계를 다음 [그림 Ⅱ-6]와 같이
제시하였다(GELP, 2013: 51). Rajala 외(2013)에 의하면, ‘1. On the Move!’ 프로젝트와 ‘4.
PaikkaOppi’ 프로젝트는 핀란드 국가 교육 위원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Rajala 외, 2013: 110). 예를 들어, 수업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며 찍었던 사진을 지도에 추가하고, 새로운 또는 더 나은 자전거 도로를 위한 개선사항
등 경험하고 관찰한 바를 사진을 통해 교실에서 공유할 수 있다(Rajala 외, 2013: 110). ‘Link’는 학
생들, 교사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열린 장으로서 기능하며, 이 프로젝트가 진행
되는 동안 학생들은 자전거 타기와 관련하여 시청 관료들과 협업하고 시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Rajala 외, 2013: 110).

[그림 Ⅱ-6] 학습생태계 모형을 통한 핀란드 교육 분석
출처: Innovation Unit for the GELP(2013), “REDESIGNING EDUCATION”. p.51.
5)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이 혼합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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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점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던 기존의 교육기관들이 현대사회에 이르러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
이는지, 그리고 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새로운 기관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교육 장면에 참
여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습생태계라는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21세기 사회가 요구하
는 학습 환경은 학습생태계인 동시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은 핵심역량
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핵심역량 교육을 촉진하는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습생태계 구축 현황을 분석하고 더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학습생태
계 구축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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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핵심역량 관점에서의 한국 경제의
변화 및 대입제도 진단

1 한국 경제의 변화가 인재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광범위한 사회적 제도의 일부로서 교육 시스템은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이라는 핵심 기
능을 갖고 있다. 물론 그러한 필요가 ‘지금 현재’의 단기적 필요에 그쳐서는 곤란할 것이나, 교육을 통해
육성된 사람들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적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의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과거 변화와 향후 전망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인재 정책에 제기되는 과제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들어가는 말
한국 경제가 과거 여러 차례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 세계 8대 교역국가로까지 성장해 오
는 데 있어 풍부한 양질의 인적자원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이상에 걸쳐 한국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또한 계속 이어져 왔다. 특히, 90
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교육훈련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일치가 지적되면서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
었다. 그러한 요구의 초점은 기존 교육훈련 시스템이 시대 조류에 부응하지 못한 채 과거의 교육훈
련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므로, 산업계의 새로운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
끌어 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승택 외, 2000; 전병유 외, 2001; 한송엽 외, 2000).
이러한 지적들은 청년층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의 병존으로 요약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이어지
고 있는 2013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계청의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29세 연령층의 고용률이 68.9%로, 2012년 5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정작 일할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2013년 상반기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의 채
용 계획 인원 중 미충원 인원 비중이 26.8%에 달하는 반면 300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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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4%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한편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 여건 격차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 기피에 기인
하는 측면이 분명하나,6) 소위 인력의 공급 측면, 즉 교육훈련 시스템이 새로운 노동시장 상황 변화
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점도 분명하다. 즉, 2009～2011년 동안 비농 전산업 5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 중 약 20%에 이르는 인원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숙련을 갖추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최영섭 외, 2012).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경제 환경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에 대
한 요구가 현재 한국 상황의 노동시장 불균형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전
제로 한다. 다시 말해, 그간의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교육훈련 시스템은 학
령기 교육 중심으로, 다양성보다는 단일화된 기준에 따라, 청년기의 졸업장이 평생을 좌우하는, 서
열화 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더욱 다양화되는 사회의 요구와 가속화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동시에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경제 환경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훈련 수요의 변화를 기업의 관점으로부터 곧바로 도출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 기업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의사결정이 해당 기업을 넘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고용 가능성의 제고라는 점에서 기업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다분히 단기적인, 혹은 제한된 관점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인
력 및 역량 수요 변화를 반영(reflect)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것이 곧 기업의 요구에 교육 시스템을
종속(subordinate)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적 발전의 관
점에서 기업의 요구를 비판적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교육 시스템에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경제 환경의 변화가 교육훈련의 수요에 갖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 최
근 한국 경제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가 기업의 구
체적인 인사관리 방침 등을 매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나타나는 인사관리 변화
상황도 검토한다. 이 경우,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연공 위주 인사관리가 90년대 말

6) 최형재(2012)에 따르면 성･연령･학력 등이 동일함을 전제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002년의 경우 14.5% 낮았지만
2009년의 경우 23.2% 낮게 나타나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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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경계로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
로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위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인재상에 대
한 모색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산업계의 수요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인재상에 대한 모색이 단순히 기업의 요구를 넘어서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위에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게 된다.

나. 한국 경제의 위상 변화와 교육훈련에 던지는 시사점
최근 한국 경제의 변화가 교육훈련에 던지는 시사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이 글
에서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빠른 성장 과정에서 유지해 왔던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즉 선진
국의 기술과 제품을 단기간에 모방, 흡수하여 성장을 추구해 가는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과 같은 신흥 개도국들이 과거 한국이 채택했던, 저렴한 노동비용을 기
초로 하는 수출 주도 전략을 채택하여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의
기술 수준을 넘어선 경우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7) 더욱이 한국 경제가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
서도 지표상으로는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그에 대한 견제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은 선진국 혹은 선도 기업에 대한 모방을 통한 성장을 유지하기는 곤란해 진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검토해 보면, 우선 심영섭 외(2012)에서는 한국 경제가 그간의 무역
기반 성장 전략을 통해 전 세계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의 순위 상승을 중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뤄냈음을 강조하고 있다(심영섭 외, 2012). 즉 Errico와 Massara(2011)에 따르면, 주
요 25개 무역 부문에서의 규모 및 상호 연계성을 종합 평가했을 때, 한국이 2010년 현재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핵심 10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Errico와 Massara, 2011).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적 무역 강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퇴조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 순위 또한 2000년 11위
에 비해 2010년 7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점이다. 물론 가장 두드러진 순위 상승을 보인 것은 중국
이지만, 최근의 전 세계적 금융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비교적 꾸준한 선전이 이뤄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120개 국가전략기술 대상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기술격차가 2010년 2.5년에서
2012년 현재 1.9년으로 줄어들고, 우주항공 등에서는 중국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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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서의 국가별 순위 변화(2000∼2010)
출처: Errico & Massara(2011). Assessing Systemic Trade Interconnectedness-An Empirical Approach. p.7.

다른 한편,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Ⅲ-1>에서 우리나라 대표 제품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의 경우 그 시장 점유
율 증가가 2000년대 후반 들어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해당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주요 경쟁 상대였던 일본, 대만 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경쟁력 등으로 인해
차례로 도태되어 나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Ⅲ-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2000

2005

2010

2011

2012

반도체 시장점유율

7.4

10.5

14.3

13.8

14.3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21.8

40.7

45.6

46.5

48.4

출처: e-나라지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55

비단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증가도 관찰된다.
현대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2001년의 세계브랜드 순위 100위 내 한국기업은 1개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3개로 늘어났고, 2012년 포춘 글로벌 500 순위 내에는 13개의 한국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브랜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삼성전자는 세계 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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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노키아는 세계 5위였지만, 2012년 노키아는 19위인 반면 삼성전자는 9위로 한국기업의 비
약적 성장을 볼 수 있다.

[그림 Ⅲ-2] 삼성과 노키아의 세계 브랜드 순위 변화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3). 새 정부 출범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p.14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서 ‘혁신’의 중요성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과학
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1’ 보고서(OECD, 2011b)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의 GDP
대비 비중(2009)은 3.36%로 OECD 국가 중 이스라엘(4.28%), 핀란드(3.96%), 스웨덴(3.62%)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또한, 우리나라는 2000～2010년간 정보
통신･전자 5대 기술 분야(기초통신, 통신, 디지털 통신, 전기기계, 영상음향기술)에서 특허질
(patent quality index) 1위로 평가되고, 전반적인 특허의 기술적용범위(patent generality
index)에서도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경제가 노동과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하는 요소 투입 위주성장
전략을 탈피하여,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혁신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
다는 논의가 있었다.8) 따라서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약진의 다른 한편에서, 그에 대한 견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가 2010년 말 이후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8) 예를 들어 2002년 이후 참여 정부 시기 동안 ‘혁신’이 중요 국정 키워드 중 하나였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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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2010년 225건에서 2012년에는 467건으로 늘어났다고 보고된다(조성대 외, 2013: 6). 또한,
2000년대 말 이후 한국 기업-외국 기업 간의 특허 분쟁 건수가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3년의 경우 상반기 중 분쟁 건수가 2012년 연간 실적에 이미 육박하고 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부처 합동, 2012).
요약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경제 전반의 위상 제고와 한국 기업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국 정부가 다
양한 방식으로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핵심 기술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들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9)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다른 기
업의 기술과 제품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어가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 앞으로 한국 경
제가 지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관건은 한국 기업들 스스로가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에 기초
한 선도자가 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다시 과연 그러한 전환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인재를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사회가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교육훈련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나타난
다. 과거 추격자 전략 하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외국의 기술을 흡수, 모방하고 이후 보다 저렴하되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전체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사
불란한 행동이 필요하다. 여기에 적합한 인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전제로, 조직의 위계에
순응하며 성실과 근면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혹은 획일화)된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통해 집단 순응적으로 성실･근면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자로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은 기성의 규칙과 기준에 따라 순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 오히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듯, 그러한
불확실성을 돌파해 내기 위해서는 기성의 규칙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교육훈련 시스템이 이러한 인재들을 길러낼 준비가 되어 있
는지, 혹은 그를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에 기초하여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업 혹은 산업의 요구를
9)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소위 외국 ‘특허 괴물’(NPE)의 공세 증가 관련 각종 언론 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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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점에서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요구가 교육훈련 시스템의 재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당연하나, 동시에 기
업의 궁극적 목표가 이윤의 추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요구가 반드시 사회의 장기적이며 지
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재상과 불일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에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어
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검토하게 된다. 특히,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전제로(이하 3절 참조),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나타나는 인사관리 상
특징과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행태 변화
1) 경영 패턴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주주중시 경영의 확산
외환위기 이전 한국 기업은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공격적 투자를 감행해
왔다.10) 그러나 외환위기를 경과하며 소위 ‘대마불사’의 신화 붕괴를 경험한 후, 대부분 기업들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단기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Ⅲ-2>는 이러한 상황을 요약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익성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의 매출액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이 4.2%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8.6%까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환
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의 국내 유입 증가, 적대적 M&A의 증가 등에 따라 주주 중시 경영의 확대도
관찰된다. 단적으로 주가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 금액이 외환위기 이전 1.2조원에서 외환위기 이
후 3년 동안 6.5조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 대표적인 사례가 외환위기를 직접 촉발시킨 한보철강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대우그룹 등, 외형 확충에 치중했던 사례들도 다수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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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IMF 이후 30대 기업집단의 경영행태 변화 요약
경영행태의 변화

IMF 이전
(1995~97년)

측정지표

IMF 이후
(1998~2000년)

수익성
위주 경영

∙ 현금흐름이 증가하였다
∙ 영업현금흐름/매출액
∙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 인건비/당기제조비용
었다

∙ 4.2%
∙ 10.7%

∙ 8.6%
∙ 8.2%

e-비즈니스
접목

∙ 운영 사이클이 짧아졌
∙ 재고자산회전기간+매출
다
채권 회수기간
∙ 재고 부담이 줄어 들
∙ 재고자산/매출액
었다

∙ 117일
∙ 10.0%

∙ 95일
∙ 7.8%

주주
중시 경영

∙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 현금배당금/평균발행주식수
이 늘었다
∙ 자사주 매입 금액

∙ 251원
∙ 1.2조원
(누계)

∙ 284원
∙ 6.5조원(누계)

사업구조
조정

∙ 자산매각이 증가하였다
∙ 설비투자가 감소하였다

∙ 23.1조원
(누계)
∙ 69.6조원
(누계)

∙ 66.9조원(누계)
∙ 65.4조원(누계)

재무구조
개선

∙ 내부자금조달이 많아
∙ 36.8조원
∙ 39.1조원(누계)
졌다
∙ 내부자금 : 당기순이익 +감가
(누계)
∙ 차입금 의존도가 낮아
∙ 122.3조원
∙ 139.3조원
상각비 - 배당금 차입금
졌다
(2000년 말)
∙ 영업이익/금융비용
(1997년 말)
∙ 이자 보상배율이 낮아
∙ 1.1배
∙ 1.2배
졌다

IMF 이후
경영행태
변화
→ 5가지
특징

∙ 투자자산과 설비매각금액
∙ 설비투자 금액

출처: LG경제연구원(2001). 외화위기 이후 대기업집단의 10가지 경영형태 변화. 내용 재구성.

성
장 10%
성

L

2期(2002~03)

1期(1996~97)

H

48.1%
(202個社)

8.1%
(34個社)

39.3%
(165個社)
L

4.5%
(19個社)
5%

H

➯
L

15.5%
(65個社)

13.1%
(55個社)

45.7%
(192個社)

25.7%
(108個社)

L

H

➯
L

수익성

[그림 Ⅲ-3] 외환위기 전후 기업 경영의 변화 양상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08b) 한국 高성과기업의 특징: 적극적 투자를 통한 내부역량 강화.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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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期(2007~08상반기)

H

H

30.7%
(129個社)

23.1%
(97個社)

31.9%
(134個社)

14.3%
(50個社)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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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2008b)도 이러한 변화를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다. 즉 [그림 Ⅲ-3]에서 외환위기
전후 기업 경영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수익성 중시 기
업이 전체 상장사의 12.6%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익성 위주 기업이 증가하여 2007-2008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2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외환위기를 경과하면
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 팽창 전략으로부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위주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기업 규모의 급속한 양적 확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나아가 고용 측면에서도 과거
와 같이 고용의 급속한 확대가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 핵심 인재 위주의 인적자원관리 확산
기업 경영에서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11) 우선, 기업의 양적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공격적 투자 전략이 대폭 수정되면서
신규 인력 채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전통적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주의 인사 관행이 확산되며, 인력 운영에서도 전체 근로자에 대한 동질적 접근이 아니
라 근로자 집단별로 차별적 접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즉 기업 경영의 전략적 기여가 큰 인
력에 대해서는 ‘핵심 인재’로 간주하며 별도의 관리를 적용하는 한편, 비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외주
화, 비정규 화가 빠르게 진전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경영의 수익성 강화 경향과 잇닿아 있는 것
으로, 경영 전반의 신중한 접근이 강조되는 가운데 인력에서도 소규모의 엄선된 핵심 인재 위주
를 내부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고 그 외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선 신규 채용의 변화와 관련하여, [그림 Ⅲ-4]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상
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평균 신규 채용자수를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대기업으로의 월평균 신규채용자수가 중소기업보다 항상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거꾸로 대기업의
월평균 신규채용자수가 더 작아지는 점이다.

11) 이에 대해 박우성(2002)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적자원관리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만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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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중소기업 및 대기업 월평균 신규 채용자수
출처: 김석진, 양희승(2004). 청년실업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p.10

이러한 신규 채용의 변화는 앞서 지적했듯이 기업 경영의 보수화의 영향 외에, 신규 채용 인력의
즉시 전력화 요구 증가 현상도 반영하고 있다. 즉 기업의 양적 팽창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외부로
부터의 인력 채용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외부 채용자 중에서도 기업 현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
력의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희(2002)는 1996년 주요 기업집단인력 의 채용자
가운데 신규학졸자가 65%, 경력직이 35%를 차지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부터 2000년에 이르러서는
각각 26%, 74%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병희, 2002).
다음으로 성과주의의 확산과 관련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은 호봉제 및 고정상여
등의 연공주의 보상은 위기극복의 방안이 되기 힘들다며 ‘성과주의’ 인사로의 급격한 전환이 나타난
다(삼성경제연구소, 2008a).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소득 분배율의 빠른 상승으로 나타난, 연
공적 보상에 따른 노동비용의 상승에 부담을 느끼면서12) 발탁승진, 연봉제, 인센티브제, 스톡옵션
등 성과지향적 인사제도가 서둘러 도입된다. 예를 들어 2007년 기준 국내기업 중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52.5%(1996년 1.6%), 성과배분제 도입 기업의 비율도 2005년부터 30%를 상회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8a).
인력 운용에서 차별적 접근과 관련하여, 우선 핵심 인재에 대한 관심 증가와 관련하여 대한상의
(2003)에서는 외환위기를 경과하며 글로벌 경쟁압력에 급작스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관
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과거에는 안정적 환경에서 기업은 새로운 업무에 부딪히는 사
례가 적었던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조직 내 융화를 기반으로 하는 팔방미인형 인재가 선
호되었으나, 글로벌 경쟁의 격화 속에서 특정 업무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가 요구되었다
1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987년 49.0% → 1996년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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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03). 이에 따라 당시 성과주의 인사관리의 확대와 함께 일부 전략적
핵심 인재에 대해 스톡옵션과 고연봉을 매개로 적극적 외부 구매(buy) 전략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이 기업이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갖는 기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
인다. 즉, 기업의 전반적 인사 정책 기조가 ‘다듬어지지 않은 인력을 시간을 들여 사내 훈련을 통해
양성’하는 방식으로부터 ‘이미 역량이 갖춰진 인력을 확보하여 즉시 현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
환되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도 이미 기업 외부에서 현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필요
성이 더 커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이 2000년대 들어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 단체를 중심으
로 대학 교육 등에 대한 불만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되게 된 배경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 Ⅲ-3>～<표 Ⅲ-5>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
합회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관련하여 발표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있다. 대한상의의 경
우에는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13년에 조사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전경련의
경우에는 주요 회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들을 요약한 것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는 창의성, 전문성, 도전정신, 도덕성, 팀워크, 2013년에는 도전정신, 주인의식, 전문성,
창의성,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경련의 경우에는 2003년에 개인역량, 글로벌 역량, 조직 역량,
태도 및 가치관으로 인재상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창조성/도
전, 전문성, 글로벌화, 협력/윤리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Ⅲ-3> 대한상의 100대 기업 인재상 변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08년

창의성
(71개사)

전문성
(65개사)

도전정신
(59개사)

도덕성
(52개사)

팀워크
(43개사)

글로벌 역량
(41개사)

열정
(29개사)

주인의식
(13개사)

실행력
(10개사)

‘13년

도전정신
(88개사)

주인의식
(78개사)

전문성
(77개사)

창의성
(73개사)

도덕성
(65개사)

열정
(64개사)

팀워크
(63개사)

글로벌 역량
(53개사)

실행력
(21개사)

출처: 대한상의(2013).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보고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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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전경련의 기업 인재상 조사 결과
연도

구분

내용

개인역량

기본에 충실하되 폭넓은 교양과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노력하며 변화를 리드하는 프로페셔널

Global Capability 국제적 감각과 영어 및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세계인
2003

조직 역량
(대인관계 등)
태도 및 가치관
창조성, 도전

2008

전문성

상호존중, 깨끗한 매너로 신용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예의바른 협력자
인간적이며 올바른 가치관에 중심을 두되 유연한 사고, 창의력,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진 성취인
창의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인재
전문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자기계발에도 노력하는 인재

글로벌화
협력, 윤리

글로벌 시대 적합한 마인드와 외국어 능력의 소유자
직업의식, 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며 협력적인 인재

출처: 전경련(2008).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조사 결과. pp.5-6 재구성.

<표 Ⅲ-5> 전경련의 주요 기업 인재상
개인역량

Global Capability

조직역량

태도 및 가치관

기타

삼성

전문지식, 끊임없는
학습, 폭넓은 교양

국제감각, 능력

협력, 에티켓

유연한 사고,
창의력, 도덕성,
자기표현능력 등

시장경제에
긍정적인 시각

LG

기본에 충실

넓은 시야, 외국어
실력

협조, 양보

창의력, 개성,
올바른 가치관 등

-

SK

경영지식, 기획력,
과학적 지식

국제감각

사교성

적극성, 진취성,
도전정신 등

가정중시 및
건강관리

현대차

학습하는 전문인

국제감각

더불어 사는
사회구성원

창의력, 인간미,
유연한 사고 등

정직, 근면

포스코

프로정신, IT능력

국제감각, 외국어
실력

신용

창의력

-

롯데

자기개발

국제화 능력

협력과 양보

패기, 투지,
도전정신, 인내 등

-

출처: 이병욱(2007). 기업의 인재상 및 인적자원관리. 발표자료. p.14

사실 이들 조사 결과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일반적 역량들, 예를 들어 특정 업무에 대
한 전문성, 미개척 분야･업무에 대한 창의성과 도전성,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조직
역량･팀워크 등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이 그 자체
로서 교육훈련 시스템에 전혀 새로운 요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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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들 자체보다 중요한 점은 2000년대 들어 기업이 교육훈련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
장을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는 기업이 교육훈련에 요구하는 바가 있어도 교육훈련
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면(혹은 소극적으로 불만족스러움을 표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대한
상의나 전경련과 같은 사업주단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하게 되었다. 이러
한 변화는 앞서 지적했듯이 기업의 경영 전략 전반에서의 변화와 맞물린 인적자원관리의 변화를 반
영하는 것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적기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창조적 인재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13)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국제적 위상 제고, 그리고 소위
‘선도자’(first-mover)로의 변화와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성장을 이루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스스로 새로운 시장을 개
척해 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창조적 인재의 중요성이 커
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2006년 6월 삼성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의 창조성 강조, 2006년 10월 두바이 버즈 두바이 건설 현
장에서의 ‘창조 경영’ 선언 이후 2007년부터 창조경영을 경영 화두로 삼아 왔다.14) 특히, 그러한 창
조 경영을 실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의 확보 필요성을 이건희 회장이 강하게 지적해 왔다.15)
특히 창조적 인재의 조직 내 확보 및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삼성창의인재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기업 경영과 직결되지 않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삼성이 전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최첨단 기술 경쟁의 최첨단에 놓여 있다는
현실과 깊이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기업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3년 현재 많은 기업들의 신규 채용 과정에서 소위 ‘스펙 파괴’, 즉 학벌, 학점, 토익
등과 같이 표준화될 수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발이 아니라, 창의성, 열정, 다양한 경험 등
을 중시하는 채용이 확대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3) 앞서 전경련의 2008년 조사나, 대한상의의 2008년 조사에서도 창의성이 가장 높게 요구되고 있다.
14) http://blog.hani.co.kr/goodeconomy/27718.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기업 부설 연구소들에서 창의성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삼성경제연구소의 ‘창조적 기업과 인사혁신’(2007.10.21.), LG 경제연구원의 ‘르네상스적 집합 창의성의 조건’(2008. 10.15) 등을 들 수 있다.
15) “빌 게이츠 같은 인재가 서너명 있으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도 2만달러, 3만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준비경영은
설비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천재급 인재의 확보에 있다.”(2003년
6월 경영지침). 한국경제신문, 2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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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
핵심 인재에 대한 강조의 다른 한편에서 기업 인적자원관리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으로, 비
핵심 인력에 대한 과감한 외부화 혹은 수량적 유연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선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거시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용계약이 불안정한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의 빠른
증가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40% 초중반대에 머무르던 임금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 비중이 외환위
기 발생 2년 후인 1999년 12월에는 52.8%까지 급등하였다([그림 Ⅲ-5]). 물론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의 급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 비중이 일부 감소하고 있으
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비정규직 정의16)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는 그 비중이 2004년 37% 수준에서 2012년 33% 수준으로 4% 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는 같은 기간 동안 전통적 비정규직 통계인 임시, 일용직 비중이 47%에서 36%로 거의 10% 포인트
하락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과도한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사회적 반
발과 정부 대책으로 비정규직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변적 인력에 대한 배제적 수량적
유연화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17)

[그림 Ⅲ-5] 임시 일용직 및 비정규직 추이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16) 원래 비정규직은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측정되었으나, 최근 들어 나타나는 고용 형태상 다양성으로 인해
통계청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3월, 8월에 별도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중에서도 한시 기간제 근로자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용･임시･일용직 구분에 기초한 비정규직 구분이
타당치 않기 때문이다.
17) 수량적 유연화의 또 다른 형태가 ‘간접 고용’, 즉 기업이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외주 계약을 법적으로 독립된 다른 회사와 맺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과 임금 상승 압력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간접 고용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절반 수준으로 직접 고용 인건
비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향신문, 2013.9.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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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할 점은 근로자 유형별 임금격차가 2000년대 동안 꾸준히 확대되는 점이다. [그림 Ⅲ
-6]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특
히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0년대 초반 150% 수준에서 2011년 현재 약 180%에 이
르러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비정규직의 처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의 단층적 구조가 정부의 각종 대책 등에
도 불구하고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Ⅲ-6] 임금격차 비중 추이
출처: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년도. http://laborstat.molab.go.kr/

물론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기업의 경영 전략 혹은 인적자원관리의 변화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의 국제 시장 노출이 FTA 체결 확대 등을 계기로
더 높아지면서 경쟁 열위 기업 근로자들의 사정이 악화되며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유선(2004)은 80년대 초반 이후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어진 임시일용직 비중의 증가에 기업 경영 전략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표 Ⅲ-6>에 요약된 바와 같이 임시일용직 비중의 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을 노동시장요인(인적구성
변화, 경제환경 변화, 정규직 보호, 산업구조 변화)과 행위 주체(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사 간 힘관계
변화)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90년대 초반 이후 산업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가운데, 적어도 90년
대 말～2000년대 초반에는 기업 인사관리 전략 변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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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의 변화 요인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횡단면분석
(사업체조사)
인적구성 변화
노동
시장

83-01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

×

×

×

×

경제환경 변화

×

×

×

×

×

×

정규직 보호

×

×

×

×

×

×

×

×

○

○

×

산업구조 변화
행위
주체

시계열분석(1983:2-2001:12)

인사관리전략 변화

○

노사간힘관계 변화

○
○

○

×

○

○

출처: 김유선(2004).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 p. 99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다른 한편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 규모별 양극화에 의해 더욱 심
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이환(2013)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신자유주의적 분절체제로
규정하면서 기업규모별 격차가 근로조건의 격차를 가져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
히 이러한 격차의 심화 원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및 사내 하
청의 활용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아웃소싱과 단가 인하 확대 등을 지속해 왔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정이환, 2013). 결국 정이환(2013)의 경우도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 계기를 외환위기 이후 기업
(특히 대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에서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생산물 시장에서 공고한 위치를
차지한 대기업이 수익성 위주 경영 전략 추구의 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에 돌리고, 인적자원관리 측
면에서는 핵심 인재에 대한 적극적 구애의 한편에서 비핵심 인력에 대한 수량적 유연화를 계속한
것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라. 마치는 글
한국 경제가 최근의 세계적 금융 위기 속에서도 지표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9월 동안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모두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2013년에 들어서도 2013년 8월말 현재 경상수지가 17
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내적으로 GDP 성장률이 2% 수준에 그치고, 산업 부문별･
기업규모별 성장세의 격차가 큰 가운데 가계부채도 사상 최고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채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한국 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러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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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코 안주할 수 없으며,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
함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특히, 한국 경제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훈련 시스템 변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실제 산업 현장에
서 제기되는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요구에 깊이 귀 기울이고 그것을 교육훈련 현장에 반영하기 위
한 노력이 중요함은 분명하다. 특히, 더 많은 창의적 인재에 대한 요구는 우리 사회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아울러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 전반의 통합적 발전의 중요성과
그에 필요한 인재의 육성 문제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방
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장기적 지속적 발전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과 효율성 사이의 관계에서 보수적 입장에서
효율성을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이코노미스트』조차 ‘불평등이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스티글리츠, 2013)’고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18)
이러한 입장을 기초로 할 경우, 향후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에 대한 구상은 단순히
산업계가 요구하는 핵심 인재에 대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산업계가 바라보지 못하는 사회적 통
합성에 대한 전망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의 격화 속
에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을 급속하게 확대시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인재의 확보에 높
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요구에 제때 발맞추지 못하는 교육훈련의 경직성 혹은 후
진성에 대한 불만이 강도 높게 표출해 왔다. 분명히, 이러한 요구들은 한국 교육훈련 시스템의 사회
적 적합성 제고, 그리고 당면한 일자리 위기의 타개, 나아가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창조적 인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기업가 정신의 확충
필요성 등은 현재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육훈련 시스템 전반의 혁신 과정에
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한국 기업들의 인재에 대한 중요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인재가 일부 소수 핵심 인재에 그쳐 왔으며, 상당수의 비 핵심인재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높은 수준의 수량적 유연화가 진전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러한 차별적 대응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사회 전체에 대해서
는 지속적 성장의 기반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훈련 혁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업의 목표가 사회 전반의 목표와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업의 요구

1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OECD도 한국 사회적 통합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 전체의 통합성을 위협하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 2012, Social Cohesion review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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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요구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공동
체 일원으로서 지속적 통합적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충분히 강조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의적 인재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의 천재적 개인을 조직 차원에
서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성장 전략 관점에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그러한
소수의 천재적 개인을 위해 다수의 평범한 인재들을 교육훈련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채택될 경우,
이는 사회 전체의 지속적이며 통합적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창조 경영에
서 강조되는 창의적 인재에 대해서도, 그것이 개별적 천재의 양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창의적 역량 제고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탁월한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이들 모두의 창의성
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혁신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차별성을 전
제로 하여 산업계 수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교육훈련 혁신에 대한 구상을 다
듬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대학입시제도가 역량 형성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의 과열 입시경쟁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아 왔고, 교육을 통한 핵심역량의 증진에
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부작용은 대학입시에의 성공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공과 밀접히 연
관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학교 교육을 통한 21세기 핵심역량의 증진을 논하기에 앞서,
대학입시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지 또한 교육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처럼, 출신대학에 따른 노동
시장 내에서의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연이어 최상위권의 성적을 보이는 등 우수한
학업성취 능력을 증명해 왔다. 그러나 치열한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와 사교육 부담 등으
로 우리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수준은 상당한 낮은 편이다. 또한 과중한 교육비 부
담은 저 출산의 주요 요인이자 가계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또한, 고질
적인 입시위주 학습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결핍, 열악한 고등교육 경쟁력 등은 21세기의 창조
적 지식기반경제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입시경쟁은
역량 중심의 학교 교육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기 계발을 크게 저해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48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우리나라의 과열 입시경쟁 풍토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문제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입시를 통한
노동력 자원의 수직적 분류가 대학 간의 견고한 서열질서를 창출하고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의 차별적 대우가 학생과 학
부모들을 역량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멀어지게 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입시 준비를 위한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왜곡을 초래해 온 것이다. 따라서 입시에 따른 노동력 자원
의 수직적 분류를 완화하고 대학 간 서열구도를 개선하는 것은 역량 중심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토대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대학입시제도가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 차별 및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하고, 동시에 입시체제의 발전적 개혁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진로중심의 교육 및 장
기적 자기계발이 가능한 선진적 교육체제를 정착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 이중선별 구조와 통계적 차별 현상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학력고사나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전국 단위의 균일한 평가 잣대를 활
용하여 해당 연도 모든 수험생들의 순위를 성적에 따라 매겨 왔다.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기존 입학생의 성적에 따라 서열화 된 상위권 대학(학과)부터 하위권 대학(학과)에 다시 수험생들이
성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되는 선별효과를 통해 대학서열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다. 현재의 대학서열구조와 출신대학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대학입학시험의 인적자원 선별효과가
오랜 기간 축적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설문조사는 이러한 출신대학의 학벌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연줄(학연)이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0년 교
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개인의 성공과 출세에 ‘성실성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
율은 2006년의 41.3%에서 2010년 29.7%로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 ‘학벌과 연줄’이 개인의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006년의 33.8%에서 2010년의 48.1%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Ⅲ-7 참조). 추세적으로 ‘학벌과 연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강화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여론조사(2011년)에서 58.3%의 응답자들이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답하였으며, ‘일부 존재한다’는 응답은 단 39.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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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 요인
※ 질문 내용: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성공 또는 출세하는 데에 어느 요인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 전국 16개 시도의 성인 남녀(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1,500명(2010년 이전은 1,2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출처: 남궁지영, 우명숙(20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0), p. 123.

이처럼 깨지지 않는 대학서열구조와 ‘학벌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는 한, 치열한 대입
경쟁과 이를 위한 막대한 사교육 경쟁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다. 동시에, 공교육도 입시에 편
중된 성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과도한 사교육의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의 과제
는 대학서열구조 및 학벌이 형성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살펴보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채용을 위한 선별 과정(screening process)은 대학입시 단계의 1
차적 선별과 대학 졸업 이후 입사 단계의 2차적 선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
선별구조(dual screening structure)와 구직자가 학벌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사용자에게 드
러내는 신호(signaling) 기제의 분석은 입시체제와 노동시장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준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구직자의 신호는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와 집합적 평판
(collective repu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적 가치는 전문지식, 품성, 일반소양과 같은 개인
수준의 내재적 속성이며, 집합적 평판은 출신대학이나 자격증 등 밖으로 드러난 속성을 공유하는
집단(특정 대학, 자격사집단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통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개인별 생산
성은 기본적으로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나,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각 개인의 내재적 가치를
정확히 분별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확실성(information uncertainty)으
로 인하여, 각 기업은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가 속한 집단의 집합적 평판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학입학시험의 인적자원 선별기능이 강한 나라에서는 출신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

50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판, 곧 ‘학벌’이 채용과정에서 유용한 선별도구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선별방식으로 인하여 입사 지원자들은 학벌에 따른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예컨
대 동일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지원자라 할지라도 학벌에 따라 채용 여부가 갈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라고 일컫는 이러
한 현상은 정보가 제한된 상황 하에서 채용담당자들이 기존의 집합적 평판에 따른 일종의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여 적격자들을 구분해 내려는 경향이 있음을 가리킨다. 통계적 차별은 ‘기호에 따른
차별(taste-based discrimination)’, 즉 타당한 근거 없이 고용주 등의 선호에 따라 무작정 행사
되는 차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왜냐 하면 통계적 차별은 이를 경험하는 각 개인에게는 역시
부당한 일이지만, 채용 당사자인 기업에 있어서는 비대칭적 정보 구조(즉, 지원자는 알고 있을 진
정한 내재적 가치를 고용주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림 Ⅲ-8] 대학서열구조에 따른 학벌효과의 차이

[그림 Ⅲ-8]에 예시된 간단한 서열구조를 활용하여, 통계적 차별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
자. 우선 A, B, C, D 대학 순으로 입학생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가정한다. 이들 대학의 졸업생이
채용시장에 나올 때 역시 A, B, C, D 대학 순으로 졸업생의 ‘입사성적’ 분포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단, 여기서 ‘입사성적’은 학벌을 제외한 기타 모든 정보를 활용한 채용과정에서의 평가결과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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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채용담당자가 각 지원자의 채용여부를 결정할 때는 순수하게 입사성적만을 기준으로 삼
지 않는다. 입사성적이 각 지원자의 적격성을 드러내는 완벽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담당자
들은 학벌, 즉 출신대학에 대한 집합적 평판을 보조적인 선별도구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기준선은 그림과 같이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즉, 상위권 A, B
대학 졸업생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잣대를, 하위권 C, D 대학 졸업생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잣대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A, B 대학 졸업생은 출신대학의 평판에 의해 혜택을 누리는 반면, C, D 대학
졸업생은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우량기업들이 해당연도 졸업생의 절반을 채용한다고 하자. 출신대학의
‘간판’, 즉 학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입사성적이 50점 이상인 지원자들은 모두 합격해야 한
다. 그러나 출신대학이 고려되는 경우, A, B 대학 졸업생들의 채용기준선은 50점 이하로 설정되나,
C, D 대학 졸업생들의 채용기준선은 50점을 상회하여 설정된다. 내재적 능력이 다소 뒤처지더라도
A, B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우량기업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만, 내재적 능력이 우수
하더라도 C, D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채용에 실패한 C, D 대학 졸업생들 중에는 입사성적이 50
점을 상회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만약 A, B 대학에 진학하였더라면 우량기업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을 것이다. 즉, 이들은 입시경쟁에 소홀히 임하여 하위대학에 진학한 탓에 취
업의 문턱에서 좌절의 경험을 맛보게 된 셈이다. 동시에 A, B 대학 졸업생들 중에는 입사성적이 50
점을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우량기업에 합격한 이들이 있다. 이들 역시 입시경쟁에 적극적
으로 임하여 보다 ‘학벌’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였던 것이 개인적인 능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채용시장
에서의 성공가능성을 크게 넓혀 준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대학 간 서열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다
평판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각 개인의 각고의 노력이 충분히 가치 있는 합리적 장기 투자
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의 차별적 대우가 자연스럽게 A, B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과도
한 입시 경쟁을 촉발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동일한 능력을 타고난 경우에도, 어느 대학에 진학
하느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 강한 대학서열구조’와 ‘나. 완화된 대학서열구조’에 비교된 바와 같이, 학벌을 기준으
로 한 노동시장 내의 차별적 대우와 이로 인해 촉발되는 입시경쟁은 대학서열구조가 강할수록 보다
증대하게 된다. 대학 간 서열의 강도가 강하다면,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가 채용시장의 성공가능
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입시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대학 간 서열의 강도
가 약하다면,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가 채용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만들지 않게 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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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입시경쟁 역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대학 간 서열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
로의 입시제도 개편은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및 선행학습 등에
따른 공교육 파행을 시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 차별경험 검토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차별경험 현황을 개관하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민들이 학벌에 따른 차별을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특히
동일한 교육 수준(대학교육)에도 불구하고 출신대학의 서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주관적 차별경
험이 실제로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철과 김희삼(2012)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4~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이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들 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학벌 차별 실태
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7차 조사에서는 “취업, 임금, 승진･승급 및 여타 사회생활 부문
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바가 있는가?”에 대해 부가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유효응답자들을 대
상으로 차별 경험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취업부문에서는 18.1%, 임금 부문에서는 13.2%에 달했으며,
승진･승급 부문과 여타 사회생활 부문에서는 이 비중이 각각 5.6%와 7.7%에 이르렀다(김영철, 김희
삼, 2012). 여기서 학벌에 따른 차별 경험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학벌’ 변수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 학벌 변수는 전체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에 따라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졸, 그
리고 4년제 대졸은 다시 (4)하위권대졸, (5)중위권대졸, (6)중상위권대졸, (7)상위권대졸의 7단계로
구분해 보기로 한다.19)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표 Ⅲ-7>에 정리된 바와 같이 학벌이 좋을수록 각 부문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체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취업의 경
우, 전문대 출신은 18.6%가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한 반면, 상위권대학 출신은 그 비율
이 6.4%에 그쳤다. 임금 면에서의 차별 경험률은 전문대 출신이 12.6%인 데 비해, 상위권대학 출신
은 2.6%에 불과했다. 여타 사회생활 면에서의 차별 경험률 역시, 전문대 출신은 6.1%였으나 상위권
대학 출신은 2.4%에 그쳤다. 4년제 대학 내에서도 하위권대와 상위권대 간에는 차별 경험자의 비율
이 각 부문별로 약 2배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승진･승급 면에서는 학벌에 따른 명확한 격차가 드러
나지 않았으나, 4년제 대학 출신에 비해 고졸이나 전문대 출신의 차별 경험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19) 4년제 대학의 ‘학벌’은 진학사의 1995학년도 각 대학의 학과별 평균 수능점수를 학과별 학생 수로 가중하여 계산한 대학별 평균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상위권 대학(10개), 중상위권 대학(30개), 중위권 대학(40개), 하위권 대학(기타 4년제 대학)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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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각 학벌단계별 차별경험자의 비중
학벌(7단계)

취업 부문

임금 부문

승진･승급부문

사회생활 부문

중졸 이하

22.7

16.5

4.0

11.2

고졸

18.7

14.9

6.8

7.0

전문대

18.6

12.6

6.8

6.1

기타4년제대

12.9

6.8

5.5

4.9

중위권대

11.7

8.3

2.5

4.7

중상위권대

7.9

7.3

6.2

4.1

상위권대

6.4

2.6

4.4

2.4

전체

18.1

13.2

5.6

7.7

※ 각 부문별 유효응답자를 대상으로 차별경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각 부문별 유효응답자의 수는 다음과 같음: 8,498명(취업),
8,504명(임금), 7,506명(승진･승급), 10,863명(사회생활).
출처: 김영철, 김희삼(2012).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 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p. 71 재구성.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 차별 현황을 그래프로 선명하게 정리한 것이 [그림 Ⅲ-9]이다. 중졸 이
하의 학력에서 최상위권 출신으로 이동할수록 대부분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지게 된다. 이는 역으로 학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차별에 따른 경
제적 피해 및 심리적 고통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Ⅲ-9] 각 학벌단계별 차별경험자의 비중
출처: 김영철, 김희삼(2012).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 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p. 7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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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Ⅲ-8>는 노동시장 차별에 대한 학벌의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신장, 나이, 성
별, 거주 지역 및 출생지역 등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학벌(7단
계)이 한 단계 개선되었을 때, 취업과 임금 부문에서의 차별 경험률이 각각 3.6%p와 3.0%p나 하락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생활 부문에서의 차별 경험률 역시 학벌 한 단계 상승과 함께 1.4%p씩
하락했다. 한편, 승진･승급 면에서는 학벌의 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석대상을
대졸자로 한정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여기서도 학벌 한 단계 상승이 1.0%p의 차별 경험
률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8> 학벌에 따른 주관적 차별 경험률(한계효과)
(Logit 분석)
평균치에서의 차별 경험률(%)

취업 부문

임금 부문

16.8

11.9

승진･승급 부문

사회생활 부문

5.5

6.7

학벌(7단계)

-3.6 ***

-3.0 ***

-0.2

-1.4 ***

신장(cm)

-0.2 ***

-0.3 ***

-0.1

-0.1 **

나이(만)

-0.2 ***

-0.2 ***

0.0 **

성별(여성)

-5.3 ***

-3.9 ***

-2.5 ***

-1.8 **

거주 지역 통제

예

예

예

예

출생지역 통제

예

예

예

예

유효응답자 수

7,400

7,406

6,540

9,315

0.0

※ 학벌(7단계)는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3), 기타 4년제대(4), 중위권대(5), 중상위권대(6), 상위권대(7)로 설정됨.
※ ‘평균치에서의 차별 경험률(%)’은 각 변수의 평균치를 지닌 응답자의 차별 경험률 추정치임.
※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의미함.
출처: 김영철, 김희삼(2012).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 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p. 73~76 재구성.

이상의 분석결과가 보여 주듯이, 학벌은 노동시장 결과에 직접적인 차이를 야기한다. 물론 학벌
의 노동시장 내 신호기능(signaling)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학벌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지적
능력에 대한 훌륭한 대리변수로 기능하기에 일정부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학벌을 단순한 노동시장 내 보조
적 수단으로만 인식하기에는 이로 인한 ‘차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동일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도 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이들이 사회에서 우대받고, 그보다 하위 대학의 출신들은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중등과정에서의 전력질
주는 나름의 개인적 합리성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인재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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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대학입시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명망 있는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고, 이는 곧
사회에서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시위주의 학
습이 국가적으로는 낭비일 수 있겠으나, 노동시장 내에서의 개인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나름
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달리 생각하자면, 학벌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빈
번한 사회에서는 좋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무한경쟁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창의력의 증진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자기계발 노력은 다분히 입시와 무관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현장에서 냉대받기
쉬운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전인적인 인재 양성 및 미래지향적인 교육역량 확충으
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상의 입시위주 학습 풍토와 입시를 향한 무한경쟁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반구조가 그 근저를 이룬다.
따라서, 지나친 대학 서열구조를 완화시켜 감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학벌 풍토를 개선해
가는 것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의 확충 차원에서 결코 간화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중 하
나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시경쟁 풍토를 오히려 21세기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
삼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말하자면, 입학사정관제처럼 입시경쟁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함으로
써, 입시 위주 학습의 ‘질’을 높여 가자는 것이다. 과거의 암기식 입시교육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및 진로계발을 중시하는 입시문화로 바꾸어 가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정도의 한계가
따른다. 아무리 입시시험의 내용을 바꾸더라도 특정 시험이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들어선다면, 교육
의 본질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입시의 질을 바꾸자면, 입시의 내용이 보다 고차원적인 방향
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입시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가 몰고 온 입시컨설팅 및 최근 대학별 논술고사가 야기한 본고사식 시험과 이를 대비
한 고액과외 성행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시 경쟁의 강도를 그대로 두고 입시
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많지 않다. 입시의 내용이 아닌 입시 경쟁 자체를 완화시켜 가
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것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입시 경쟁의 소모적 측면 및
대학서열이 고등교육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현행 입시중심 사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국제비교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다. 소모적 입시경쟁과 취약한 고등교육 경쟁력
우리나라의 대학서열구조는 여타 선진국의 대학체제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호주와 독일 등 대부
분의 OECD 국가들은 국가주도의 평준화된 대학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대학 간의 서열구조가 존재하
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영미권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학 간 서열구조를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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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우리보다는 훨씬 완화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사실상의 자격고사
방식으로 대학입학시험(GCE A Level)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 일부 명문 사립대를 제외하고는
대학 간의 촘촘한 서열 질서가 생성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들과 명
문 주립대(UC 계열 등), 학부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s) 등이 폭넓게 상위권 대학을 형성하
고 있어, 우리와 같은 피라미드식 서열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여타 주립대 출신이더라도 개인
의 능력 여하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자기발현의 기회가 주어진다. 종합하자면, 대다수의 선
진국에서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이 대학입시라는 1차적 선별보다는 대학교육을 통한 자기계
발 여부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점경쟁 방식의 입시에 따른 노동력 자원의 수직적 분류가 대학 간의 견고한
서열질서를 창출해 왔다. 이로 인해 초･중등 단계의 교육 현장이 입시경쟁에 예속되면서, 입시 위주
의 주입식 수업과 암기식 학습이 일상화 되었으며, 이는 종합적 사고력과 비판적･창의적인 사고력
의 배양을 어렵게 하여 21세기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나
친 학벌 경쟁은 사회적 관점에서도 소모적인 방향으로의 사교육 투자를 양산하고 있다.
김영철과 김희삼(2012)은 통계청의 2010년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바 있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오히려 사교육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표 Ⅲ-9>에 요약된 바와 같이, 직전학기 성적을 최하위에서 최상위까지 다섯 단계
로 구분해 볼 때, 성적이 높았던 학생들일수록 오히려 사교육 투자의 규모가 더욱 커진다. 성적이
하위, 중위, 상위, 최상위로 올라갈수록 그다음 3개월간의 사교육비가 최하위권 학생보다 각각 8.1
만원, 14.7만원, 22.7만원, 24.2만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역시
성적이 하위, 중위, 상위, 최상위로 올라갈수록 최하위권 학생보다 각각 1.3시간, 1.9시간, 2.4시간,
2.6시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에서 사교육이 정규교육에서 뒤쳐진 학생
들을 위한 보완학습(remedial study)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은 보다
좋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입시경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상위권 학생일수록 사
정권 안에 들어온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강화전략
(reinforcing strategy)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대학입학시험에서의 1~2점 차이로 대학 및 학과
의 당락과 서열이 바뀔 수 있는 입시체제에서는 사교육을 통한 점수 향상이 다소 미미하더라도 순
위경쟁에서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로 인해, 심화학습보다는 선행 및 반복학습, 새로운 것
을 알기 위한 탐구보다는 틀리지 않기 위한 연습 등 소모적인 학습 행태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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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성적 수준별 사교육 지출 현황
(학급단위 고정효과모형)
기준: 성적 최하위

사교육비용(만원)

사교육시간(주당)

성적 하위

8.1***

1.3***

성적 중위

14.7***

1.9***

성적 상위

22.7***

2.4***

성적 최상위

24.2***

2.6***

맏이 여부

7.9***

0.5***

여학생 여부

1.7*

가구소득 및 자녀수 통제

예

예

부모 학력･연령･취업여부 통제

예

예

관측 학생 수(학급 수)

38,384 (1,189)

-0.1

38,384 (1,189)

※ 각 학생의 성적 등급은 각 학교별 성적 기준으로 최상위 10%, 상위 20%, 중위 30%, 하위 20%, 최하위 20%로 배정함.
※ 성적 수준의 사교육 효과는 가구소득 수준, 부모 학력, 부모 취업 여부, 부모 연령, 성별, 맏이여부, 총 자녀수가 모두 통제된
뒤 도출된 분석결과임.
※ 표본추출방식으로 전국 초･중･고교 1,012개교 학부모 약 44,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 조사임.
※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의미함.
출처: 김영철, 김희삼(2012).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 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p. 89 재구성.

또한, 학벌사회는 많은 학생들의 대학 적응을 저해하고 이들을 학벌에 대한 집착으로 이끌고 있
다. 수능 응시생 중 재수생의 비율은 21.6%(2011학년도 기준)에 이르는데, 서울에서는 약 절반이나
되는 고교 졸업생들이 재수(대학 재학과 병행하는 ‘반수’ 포함)에 도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Ⅲ-10]는 2011학년도 수능 수리영역의 각 등급별 재수생(고교 졸업생) 비율을 보여준다. 최하
위 9등급 학생 중 재수생 비율은 13.2%에 그치지만, 최상위 1등급 학생 중 재수생 비율은 무려
40.2%에 이른다. 이처럼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재수생 비중이 급증하는 현상도 좋은 학벌을 향한
소모적 경쟁으로서 입시경쟁의 속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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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수학능력시험 등급별 응시생 구성(수리영역 기준)
※ 수능시험 각 과목별 성취 등급은 9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임.
출처: 김영철, 김희삼(2012).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 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p. 97 재구성.

더불어 가계의 교육투자와 학생들의 노력이 대학입시 때까지 과도하게 소진되어 정작 전문성 있
는 양질의 고등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학 단계의 투자와 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다. 일례로, 세계적으로도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정부 추산(초･중･고
교 재학생 한정, 방과후학교/EBS 비용 등 제외)만으로도 20조원 내외에 달하는데 반해, 국내 대학
등록금 총액(정부지원 장학금 포함)은 약 14조원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진학하는 대학의 서열이 결정된 이후에는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Ⅲ-10>에 요약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생(1학년 기준)의 주당 평균 자습시간
은 5.4시간으로 고등학생(1학년 기준)의 주당 평균 자습시간인 10.3시간의 단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면,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의 주당 자습시간은 약 9.5시간으로 미국 고등
학생들의 주당 자습시간인 4.9시간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 즉,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대학입시
까지이고, 막상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본격적으로 함양해 나가야 할 고등교육 단계
에서의 노력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능성적 상위 분위의 학생들일수
록 고등학교 시기에서 대학 시기로 넘어오면서 학습시간의 하락폭이 유난히 커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능 10분위에 속한 학생들의 하락폭은 주당 무료 7.45시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상위
권대학에 들어오기 위한 치열한 투입 경쟁을 반영하는 동시에,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의 서
열에 안주하여 이전에 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행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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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수능성적 분위별 대학 시기와 고교 시기의 주당 자습시간 비교
(단위: 시간, %)

수능성적 분위

대학생 자습시간(A:
1학년 기준)

고교생 자습시간(B:
1학년 기준)

고교 대비 대학에서의 대학 진학 후 자습시간의
자습시간 비율 (A/B)
하락폭(B-A)

1

4.09

7.01

58.3%

2.92

2

4.04

7.91

51.1%

3.87

3

4.53

8.46

53.5%

3.93

4

4.73

9.41

50.3%

4.68

5

5.86

9.81

59.7%

3.95

6

5.60

10.44

53.6%

4.84

7

6.17

11.01

56.0%

4.84

8

5.92

11.41

51.9%

5.49

9

5.97

12.97

46.0%

7.00

10

7.13

14.58

48.9%

7.45

표본평균

5.40

10.28

52.5%

4.88

※ 수능성적 분위는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함.
※ 대학 1학년 시기와 고교 1학년 시기의 자습시간이 모두 파악된 2,412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출처: 김영철, 김희삼(2012).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 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p. 105 재구성.

끝으로 현재의 ‘줄 세우기’식의 입시체제는 대학 간의 진정한 경쟁구도의 형성 역시 가로막아 왔
다. 각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상당 부분 입학자원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
에서는 대학들이 질 높은 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할 인센티브가 크게 높지 않다. 타 대학보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과거의 입학생 수준에 의해 형성된 기존의 서열
이 다시 신입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 하에서는 고등교육시장의 상대적 평가를 뒤바꾸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도하고 견고한 서열구조는 교육의 성과를 통해 졸업생의 평판을 높이는 대학
간의 진정한 경쟁구도를 훼손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일례로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위시한 명문 사립대들 간에는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선
의의 경쟁이 활발한데, 이는 이들 대학의 입학생들 간에 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은 데서 비롯된 바
크다.20) 교육내용의 차별화와 개선 여부에 따라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도 건강한 경쟁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20) 특히, 영국과 미국의 상위 대학들은 서로 간의 서열이 견고해지지 않도록, 입사사정에 관한 한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 가운데도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이를 위한 입시사교육이 창궐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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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 비교에 기반 한 입시사교육의 효율성 검토
일각에서는 사교육 투자가 우리나라의 교육 역량 증진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교육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는 다소 다른 결론
에 이르게 된다. 아래 제시된 결과는 OECD(2011c)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 정도와 PISA 참여
국 학업성취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해 본 것이다.
OECD 국가를 포함하여 2006년도에 PISA에 참여한 전체 국가(총 5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학
및 과학교과의 사교육 시간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음에 가까운 상관관계
가 관찰된다([그림 Ⅲ-11, Ⅲ-12] 참조). 수학 및 과학 교과에서 사교육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오히
려 관련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을 많이 함으로써 전
체 학생들의 학습역량 증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교육 투자 정도와의 연관성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수학교과에서 가장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 대만(549점), 핀란드(548점), 홍콩
및 한국(547점)의 경우, 핀란드는 가장 낮은 수학 사교육 시간을 보인 반면(주당 0.37시간), 한국은
두 번째로 높은 사교육 시간을(주당 2.28시간), 대만 및 홍콩은 열 번째(주당 1.53시간)와 열두 번째
(주당 1.39시간)로 높은 사교육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Ⅲ-11] 참조). 과학교과의 경우, 네 번째
로 낮은 사교육 시간을 보인 핀란드가 가장 높은 학업성취도를 기록했고, 평균적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는 중하위권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그림 Ⅲ-12] 참조).

[그림 Ⅲ-11] 수학 사교육 참여시간 대비 수학 성적 (PISA 참여국가 대상)
출처: OECD(2011c) p.241 datase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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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과학 사교육 참여시간 대비 과학 성적 (PISA 참여국가 대상)
출처: OECD(2011c) p.241 dataset 활용

특히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인 주요 선진국들의 사교육 참여 정도는 전 세계적인 평균에 크게 미치
는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사교육 투자 시간이 높은 편임을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OECD(2011c)에서는, 총 학습시간 중 학교정규교육 시간의 비중이 높을수
록, 그리고 out-of-school-time lessons 참여시간 및 개인학습시간 비중이 낮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정규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별도의 학습을 할 필요가 줄어들
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즉, 각 국가별 학업성취도는 정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대
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사교육 투자의 규모 및 참여 정도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투자 역시 입시경쟁 차원에서 촉발된 바가 크며, 이러한 입시위주의 교육이
역량중심의 교육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하자면 입시위주의 사교육이 없더라도 보다
질 높은 학교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취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국가 간 비교연
구의 주요한 결과인 것이다. 오히려 사교육에 집중되는 방대한 교육자원을 그 일부라도 학교교육의
현장으로 끌어 올 수 있다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크게 고양함과 동시에 역량중심의 교육 내용
을 강화하는 데 그 재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시위주 사교육에의 과당 투
자는 교육자원의 효율적인 지출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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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벌문제에 대응한 제도적 개선 방향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 만연한 학벌 문제는 노동시장의 1차적 선별기능을 담당하는 대학입시체
제와 직결되어 있다. 대학입시가 1차적 선별기능을 강하게 수행할수록, 출신대학의 평판(학벌)이 노
동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당장은 보다 공정
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학벌의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입시경쟁의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동일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출신대학의 학벌에 따라 노동시장 내의 대우가 크게
달라진다면, 보다 좋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적극적 경쟁은 지극히 합리적인 장기적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한 초중고생들의 공부 중노동과
가계의 사교육 출혈경쟁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창의력을 키우는 수업보다 입
시에 맞춰진 수업을 운영한다고 학교를 탓하기도 어렵다.
이에 교육시스템의 왜곡 상황을 바로 잡고 21세기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는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선별구조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불가피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선별과정이
대학입시 단계인 1차적 선별에 크게 집중된 양상을 개선하고, 채용단계인 2차적 선별을 더욱 강화
해 나가야 한다. 이는 입시체제의 개편, 대학서열구조의 완화,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인 평가 확대
및 기업의 채용문화 개선 등을 동반한다.
이제까지 학벌과 입시체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이 공교육 정상화 및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을 확충해 나가는 데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를 지양하고 21세기형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학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의 대학서열구조에 대한 점진적 개혁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도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교육시스템의 왜곡은 비단 학벌(혹은 학연) 프리미엄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
조화와 높은 영세자영업 비율 등 미약한 사회적 안전망도 고소득의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입시경쟁을 보다 촉진해 온 바 있다. 이에, 노동시장 내의 격차를 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역시 뒤따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입학 이후라도 본인만 노력하면 얼마
든지 제2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비 명문대학 혹은 중･하위대학의 학부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
정을 보다 내실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 덧붙여, 공교육의 낮은 효율과 책무성을 개선하는 것도 사교
육 의존도를 약화시키고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
제이다. 이러한 노력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때 학벌의 사회적 영향력은 감소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이
완화되면서, 동시에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확충이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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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1 초･중등교육 부문 해외사례21)
선행연구 분석에서 언급한 ATC21S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외에도 여러 선진 국가에서 커리큘럼
의 혁신을 통해 역량기반의 교육과 학습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ATC21S에 참여 중인 핀란드, 호주, 미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사례
연구가 그러하듯, 본 연구 역시 해외의 사례를 소개함에 있어 각국의 교육 정책적, 사회문화적 맥락
이 각 사례에 특수한 성격을 부과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예를 들어, 학습생태계를 구성함에 있어 시
민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요시하는 핀란드의 경우 지역 사회와 학교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학습생태
계의 구성을 강조한다. 반면, 개별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 뒤처지거
나 탈락하는 학생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
으로 활용한 온라인 학습생태계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 나라별로 특징적인 모습이 두드러지는 사례를 소개
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학습생태계 모형 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사례 연구
에서는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1) 교육 정책적 맥락, 2)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3) 각 교육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가. 핀란드
1) 핀란드의 교육적 맥락과 커리큘럼 혁신
2000년대 들어 OECD에서 PISA 결과를 발표한 이래 핀란드는 항상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델로 삼는 교육 강국으로 주목을 받아왔다(OECD, 2010b: 16). 핀란드에서는
1990년 경제 공황 이후 국가 교육과정에 있어서 강제성과 단일성이 상당히 약해졌고, 교사들의 경
우 높은 학력을 지닌 연구자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교육 내용을 구성해나갈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

21) 본 절은 김아미 박사(런던대학교)가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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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Schleicher, 2006: 9).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21세기 핵심역량 교
육을 기존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핀란드의 경우 이미 학
교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커리큘럼 혁신의 연장 선 상에서 핵심역량이 교육에 점차적
으로 도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커리큘럼 혁신은 다음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Saavedra & Opfer,
2012: 4). 첫째, 교육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7가지 통합교과적(cross-curricular) 테마를 강조한다.
그 테마들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성장, 문화 정체성과 세계화, 미디어 사용 역량과 의
사소통 역량, 시민의식과 창업의식(entrepreneurship), 환경문제 관련 책임 의식, 안전, 테크놀로
지와 개인이다.
둘째, 시민 역량을 강조한다. 2010년 들어 핀란드의 교육과정은 시민 역량을 강조하기 시작했는
데, 여기서 시민 역량은 다음의 다섯 가지 하위 역량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
의력을 포함하는 사고 능력, 일하는 방식과 상호 작용 방식, 공예 능력과 표현 능력, 참여 능력과
주도성, 자기 인식 능력과 개인적 책임감이다.
셋째, 학습하는 법 배우기(Learning to learn)를 강조한다. 학습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교과 내용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상위 인지 능력(meta-cognition)을 개발시
키게 된다. 핀란드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자신들의 학습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도전과 문제를 제
시함으로써 그들의 호기심을 향상시키고 학습 동기를 강화하여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 그리고 창의
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aavedra & Opfer, 2012: 11). 또한, 학습하는 법을 배
우는 것(이하, Learning to learn)은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착수하는 능력이자 의지로 규정된다
(Hautamaki 외, 2002: 9).
이처럼 핀란드의 커리큘럼 혁신이 21세기 핵심역량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혁신
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학습생태계 조성의 사례로 핀란드 피스까스(Fiskars) 지역에서 이루어진 프로
젝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피스까스(Fiskars) 모델: 문화 창조 관련 기관과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한 학습생태계 조성
(Kumpulainen, 2012: 24-30)
피스까스 모델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핀란드 교육부 (FNBE)와 라스보르그
(Raseborg) 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핀란드 라스보르그(Raseborg)시에 속해있는 지역이자,
그 지역에서 시작된 유명 원예 도구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 피스까스는 공예, 원예, 예술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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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역사회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피스까스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활동들을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의 교육 활동에 지역 사회의 자원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활
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지식)과 지역의 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가) 교육 내용과 교수법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된 교육 방식은 워크숍 위주의 교육으로, 주된 교육 활동들은 피스까스 지
역 예술가와 디자이너 모임, 피스까스 박물관, 피스까스 전시관, 극단 쿨트라모비라(CulturaMobira)
등의 협조를 통해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공예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이는 보다 실
질적인 워크숍으로 연결되어 종이 만들기, 목공예, 그림그리기, 뜨개질, 도예, 유리 만들기 등을 배
우게 된다. 가능한 한 모든 워크숍은 학교 밖의 스튜디오나 마을 공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워크숍
을 지도하고 책임지는 것은 지역 예술가들이나 전문 공예가들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은 먼저 전문가들의 작업을 감상하고, 공예의 기술을 배우게 된다. 하지
만, 이 워크숍의 초점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단순히 전문가들의 작업을 보거나 감상하는 능력을 키
우거나, 전문가들의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문 예술가들과 똑같은
도구와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들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학습 경험이다. 따라서 피스까스 모델의 주
된 교수법은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by-doing), 몰입 학습, 그리고 학생-전문가 협력을 통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교사와 전문가의 협업 체계 구축
피스까스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된 워크숍은 학교의 교육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체험
교육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통합적 문화 교육이라 할 수 있
다. 피스까스 프로젝트에서 워크숍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지역의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이지만, 교사들 역시 비교적 쉽게 피스까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교사와 전
문가들 사이에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워크숍의 내용과 학습 목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구
성, 진행된다.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책임은 지역의 예술가와 전문가들에게 있다. 워크숍이
시작되기 전, 이들 예술가와 전문가들은 워크숍이 학교 커리큘럼 내 다른 과목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워크숍의 목표와 내용, 진행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서를 교사들에게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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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들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워크숍 전 후 활동과 워크숍 준비과정 등을 구상하여, 워
크숍이 학교 안 교육과 연결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 구상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처럼 교사와 전문가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워크숍과 학교 안 교육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
생들의 실생활과 학교에서의 학습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워크숍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3) 시사점
피스까스 프로젝트는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에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학습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의 교사에게서 뿐 아니라 학교 밖 지역 사회의 전문가들에게도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등 교육의 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이 학교 교
사들의 한정된 지식에 의존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향이 많았다면,
피스까스 모델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의 문화 자원과 학교를 연계한 학습생태계를 구성함으로써, 학
생들의 학교 교육 내용과 더 나아가 학생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학교 밖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와 같은 학습생태계 구축을 통해 학교는 지역 사회 문화네트워
크의 일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지역 사회 문화 자원에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평생 학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피스까스 모델은 학교 밖 활동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학교 교육과 연관된 통합적 학습활
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교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단기적 협업이 아니라, 워크숍의 기획, 진행, 평가 단계
를 통틀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워크숍의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 교수 방식과 관련된 구체
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 내 교육 내용과 워크숍의 연관성을 찾아냄으로써
학생들이 유기적인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교사 사이의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 미국
1) 미국의 교육 정책적 맥락과 커리큘럼 혁신
주별로 분산된 교육 시스템을 지닌 미국은, 최근 들어 모든 주가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되
는 학업 성취도 기준인 미국 국가공통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이하 CCSS)를 상정하
면서 의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일정 학업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공통기준인 CCSS의 내용에는 학생들의 지식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고차원적 역량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도 기존의 교육 내용에 21세기 핵심역량의 도입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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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aavedra and Opfer, 2012: 6). 미국의 교육 정책이 여전히 커리큘럼
의 표준화된 측정에 집중하고 있으나, 몇몇 주에서 커리큘럼과 평가 혁신을 통한 21세기 핵심역량
도입의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Adamson and Darling-Hammond, 2013: 45), 그 중
하나가 뉴욕시의 아이존(iZone)으로 다음에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뉴욕시의 아이존 (iZone): 디지털 테크노롤지를 활용한 교육 혁신
아이존(iZone)은 뉴욕시가 만든 온라인 기반의 학습생태계로서,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
는 ‘개별화된 학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교들을 지원하고, 이 학교들에서 행해진 교육 혁신을 아이
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에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체이다. 2010-2011학년도에
뉴욕 시내의 81개 학교가 참여하면서 아이존이 시작되었고, 2012-2013 학기에는 참여하는 학교가
250개로 증가하며 참여 학교 수가 시작 단계의 두 배가 넘었으며, 2014년에는 400여개의 학교가 참
여하리라 예상된다. 아이존 학교들의 특징과 기존 학교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개별 학습 현실화
아이존의 학교들에서는 학교 내 디지털 테크놀로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교육 현장에 디
지털 매체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뉴욕
시의 아이존 학교의 사례가 이러한 보편적 매체활용 사례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은, 교육 활동
에 테크놀로지를 적극 도입하는 목적과 초점이 ‘개별화 학습’의 실현에 있다는 것이다.
아이존 학교들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모니터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 개개인의 지식수준과 관련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수업이 진행됨
에 따라 학생들 개인의 학습정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역시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사는
이와 같이 개별 학생의 학습 성과와 관련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 개개인에게 추가적
인 도움을 주거나 심화 학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학습자 위주의 개별 학습 환
경을 조성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들 간의 혹은 학생-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줄고, 학생들이 협력적 학습보다는 개별화된 학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
다. 이에 대해 아이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욕시의 웹사이트23)에서는 아이존 학생들의 학
22) http://schools.nyc.gov/community/innovation/izone/default.htm
(2013.10.3.) 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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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경험이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 활동은 소프트
웨어를 활용한 개별학습, 소규모 모둠 활동, 전체 학급 토론, 다른 학교 학생들과 외부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뉴욕의 공립고등학교인 아이스쿨(iSchool)24)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학습하면서 스카이프를 사용해서 미국 항공 우주국 (NASA)의 과학자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
스라엘과 런던에 있는 학생들과 스카이프를 통한 토론을 통해 테러리즘의 여파에 대해 배우는 세계
사 수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이존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
여 학교, 그리고 뉴욕시라는 물리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습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
습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 혁신의 경우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우려는 학생
(그리고 많은 경우 교사)들의 디지털 매체에 대한 지식 격차 그리고 접근성의 격차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뉴욕시의 학생들 중 컴퓨터가 없다던 지 집에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 이 경
우 기술에의 불평등한 접근정도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존의 학교들 중 일부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하고 학교 안에서 뿐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고, 학생 모두에게
노트북이나 다른 형태의 컴퓨터를 제공할만한 자금이 없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온라인 숙제를 마칠
수 있도록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도 학교에 남아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나) 새로운 평가 방식과 기준
아이존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를 위해 기존 평가방식과 대안적 평가 방식이
결합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식의 학점 취득 척도에 덧붙여, 학생들의
학업 역량 역시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평가 대상이 되는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
연구 능력, 정보해석 능력, 효율적 의사소통 능력 등이다. 그러나 아이존의 학교들은 뉴욕시의 다른
학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평가 기준을 따라야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 역량들의 평가 결
과가 아직 학생들의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개개인의 성장을 보여주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쓰인다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교들은 오답 혹은 정답 선택에만 기반을 둔
평가방식을 벗어나 ‘개념’의 파악 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역량 기반의 평가를 하려
는 시도를 하고 있다.

23) http://schools.nyc.gov/community/innovation/izone/About_Us/faqnew.htm (2013.10.3.) 참조
24) http://www.nycischool.org/ (2013.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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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교사의 역할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이존 학교들은 디지털 매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개별화된 학습 실천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테크놀로지가 대체하게 되는 것
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존의 교사들은 학교 안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닌, 교사가 필요할 때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서 접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 등의 활용으로 스스로 지식 탐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개별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을 지원하
고, 학습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등 조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아이존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을 위한 개별 학습 활동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 이때 교사들은 아이존 학교에 구비되어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 내 동료 교사
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존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교안이나 교육 활동 디자인을 만들도록 장려된다.
이처럼 교사들이 개별화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해마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교사들에게 테크놀로지 활용법뿐 아니라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중심이 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과 효율적인 학습 활동을 운영해나갈 수 있
는 교수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법 등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라) 교육 혁신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뉴욕 주의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일정 수업 일수와 시간을 보내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
는다. 그러나 아이존 학교의 학생들은 학급에서 보내는 시간과 무관하게 학습해야 할 개념과 교육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만 판단하여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고안 중인데, 그 정
책적 지원 방법 중 하나로 뉴욕시에서는 뉴욕 주정부의 교육부로부터 수업 시수로부터 자유롭게 학
년 진급을 가능하게 하는 허가증을 획득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학교보다 유연한 학사 일정 수립이 가능한 아이존 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활동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판단된 학습 계획에 맞추어 수업 시간표를 구
성할 수 있다. 일례로 대부분 아이존 학교들은 학생들이 공식 학습일 이외의 시간에도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각자 개인에게 맞는 학습 속도에 따라 학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예정된 학사 일정보다 더 빨리 졸업할 수 있게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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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가) 교육 혁신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정부-사기업의 협력 체계가 기반이 된 학습생태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교육 혁신 사례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존(innovation zone) 형식의
협력체계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nnovation Unit, 2013: 119). 뉴욕의 아이존 사례는 학교-주
정부-사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습생태계 구
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아이존 형성을 통해서, 개별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교육 혁신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여러 학교
들 사이에 공유되고, 주정부와 사기업들은 새로운 학습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관리 시스템
과 테크놀로지를 지원하며, 교육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유연한 학사 일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돕는 방
식으로 협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나) 교육 현장에 디지털 매체를 도입함에 있어 확실한 광의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학생들에 대한
고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이존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수업 시수나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에 구애받
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개인에게 적합한 개별화 학습을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
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교육 인프라로 도입하는 방식과 디지털 매체를 교
육에 활용하는 방식은 학습자 위주의 ‘개별화 학습’의 실현이라는 광의의 목적에 맞게 계획, 실행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존의 사례는 학교 안에 디지털 매체를 도입함에 있어 이와 같은 광의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학교에서의 디지털 매체 사용이 단순한 매체 활용 수업이라는 협의의
실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이존 학교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디지털 매체를 활
용한 학습 혁신을 시도할 경우 학생들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당연시 하지 않고, 매체에 대
한 접근도가 낮거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학습 경험에서 소외되
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교육 정책적 맥락과 커리큘럼 혁신
싱가포르의 ‘21세기 역량과 학생 성취를 위한 새로운 체계’(New Framework for 21st Century
Competencies and Student Outcomes)는 학생들이 국제적인 기회를 획득하는데 보다 유리한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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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게 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흔히 짐작할 수 있듯이, 보다 고 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든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가르친다는 것은 깊이를 위해 폭넓
음을 포기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싱가포르 전체의 교육적 성과는 깊이를 위해 폭넓음을 포기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덜 가르치고 더 배우는(Teach Less, Learn More)’ 교육개혁을
통해 싱가포르의 교사들은 다른 나라의 교사들보다 훨씬 적은 양의 교육 내용을 다루지만 훨씬 깊
이 있게 그 내용을 다룰 수 있고, 그 결과 학생들은 일반 개념뿐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개념 역시
익힐 수 있게 된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에게 많은 양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생각의 꺼리 혹은 문제의식 등을 던져줌으로써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 능력 습득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Saavedra and Opfer, 2012: 11).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이 갖추어야할 21세기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Ⅳ-1] 싱가포르에서 규정하는 21세기 핵심역량
출처: Adamson and Darling-Hammond(2013). Policy pathways for 21st Century Skills. SCOPE Policy Analysis. p.6

싱가포르에서는 정규 커리큘럼에 21세기 핵심역량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를 위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싱
가포르에서 시도되고 있는 21세기 핵심역량 평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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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역량 교육: 평가 기준의 체계적 구축
가) 프로젝트 작업을 통한 평가
싱가포르에서는 기존의 교육 내용과는 다른,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혁신을 위한 다른 역
량들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시도하고 있다(Tan, 2013: 9). 그 중 하나가 프로
젝트 기반 작업을 통한 평가이다.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분야에서 획득한 지식을 결합해보고, 그 결합된
지식을 현실 세계의 실제 상황에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취득한 지
식을 강화하고, 더불어 협력하기, 의사소통하기, 독립적 학습하기 등의 역량을 획득할 수 있게 하
며, 학생들을 평생 학습과 미래의 도전을 위해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 포트폴리오를 통한 포괄적인 평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평가 방식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고 있다. 이 경우 학생의 포트폴리오에는 학습의 결과물로서 ㄱ) 수업 결과물을 종
합해놓은 내용, ㄴ) 개인적 작업의 초안 및 결과물, ㄷ) 저널 기록 등이 포함되어있고, 평가 일종으
로 ㄱ) 학습 성찰 일지, ㄴ) 기존의 지면 시험, ㄷ) 교사, 친구, 학부모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내용,
ㄹ) 자기 평가서, 체크 리스트 등이 포함되어있다.
다) 21세기 핵심역량의 측정 기준 제시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21세기 핵심역량의 측정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기준들은 학생이 학습 후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대되는 지를 설명하는 형식을 띈다. 이와 같은 기준들을 기반으로 교
사들은 21세기 핵심역량 교육과 평가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 역시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1세기 핵심역량 중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
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표 Ⅵ-1> 참조).
<표 Ⅳ-1>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획득했는지 평가해볼 수 있는 기준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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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 생성하기;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논리적인 판단과 성찰적 사고를 하는 연습하기; 복잡
하고 불명확한 상황을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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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등학교
2학년까지

중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이 해당 이슈와 과제
학생이 해당 이슈와 과제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탐
한 대안들을 탐색할 수
색하고 아이디어를 생성
있는가?
할 수 있는가?

학생이 해당 이슈에 관한
해결책에 다다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
고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가?

학생이 자신의 사고와 결
논리적인 사고와 학생이 자신의 사고 과정 학생이 증거를 사용하여 정을 설명하기 위해 증거
결정을 내릴 수 과 결정을 내리게 된 과 자신의 사고와 결정을 설 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있다
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명할 수 있는가?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가?

학생이 서로 다른 관점들
간의 관계와 그들이 암시
하는 바를 고려하여, 자
신의 사고와 결정을 설명
하기 위해 증거와 서로
다른 관점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학생이 해당 이슈와 과제
가능성을 탐색하
에 적절하게 적용되는 아
고 아이디어를
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다
가?

학생이 과제를 통해 수행
복잡하고 불명확 하도록 기대되는 요소들
한 상황을 다룰 을 규정해내고 그 기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활
수 있다
동할 수 있는가?

학생이
소들을
예상치
지속할

학생이 복잡한 과제를 수
행할 때 그 과제를 이루
다양한 과제와 역할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 는 필수적 요소를 찾아내
규정해내고, 그것에 집중하며, 어려움이나 고, 그것에 집중하며, 어
못한 도전을 마주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도
수 있는가?
전을 마주했을 때 인내심
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출처: Tan(2013). Assessment in Singapore: Assessing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and other skills for innovation. 발표자료. p.9

3) 시사점: 평가기준 구체화를 통해 기존 커리큘럼에 핵심역량 요소 도입
이와 같이 싱가포르의 평가 시스템은 21세기 핵심역량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21세기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평가 항목과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평
가 개정과 변화의 노력은 학교에서 무엇이 어떻게 교수, 학습되는 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살펴본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싱가포르의 강점은 21세기 핵심역량 중 일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학년별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평가 항목과 평가 방
식의 개정을 통해 평가에 21세기 핵심역량의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역으로 교과 내용과 교수 학습
방식에도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접근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국가시험이 가지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역
량을 포괄할 수 있는 학교별 평가 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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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주
1) 호주의 교육 정책적 맥락과 커리큘럼 혁신
호주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호주 학생들이 독서, 과학, 수학 분야에서 세계 상위 5위권 안에 드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지정하였다(Griffin, 2012: 1). 또한 호주 연방정부는 교육 개혁을 계획함에 있어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에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의 21세기 핵심역량이 포함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역시 참여하고
있는 ATC21S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
가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2013년에 확정, 발표될 이 평가 척도를 기반으로 교실에서의 학습을 21세
기 핵심역량과 밀접한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호주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커리큘럼을 새로 디자인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고, 동시에 지역 단위에서 일
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육 실천 역시 장려하고 있다 (Innovation Unit, 2013: 99).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 실천의 모델 중 하나가 아래 소개할 빅픽처 학교 모델이다.

2) 호주의 빅픽처 학교 사례: 인턴쉽을 통한 학습생태계의 구성
호주의 빅픽처 학교(Big Picture Education Australia, 이하 BPEA)는 2006년 비브 화이트(Viv
White)와 존 호건(John Hogan)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서, 다양한 학교, 대학, 지역 사회를 포함
한 빅픽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혁신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학교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학교들이 빅픽처 학교로 전환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BPEA에서 구성한 커리큘
럼과 교수 방법, 평가,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식을 제공하여 학교 혁신에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교
육 문화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빅픽처 학교는 다음의 다섯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Big Picture Australia, 2006: 4).
가) 최대한 개별화된 교육 제공: 학생 개개인의 흥미에 기반한 ‘학습 계획서’
빅픽처 학교에서는 16명의 학생이 한명의 교사/어드바이저 그룹에 속하여 4년간 지도를 받게 된
다. 학기 초 학생들은 자신의 어드바이저와 자신만의 특별한 흥미에 기반한 ‘학습 계획서 (personal
learning plan)’를 작성하게 된다. 이 학습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는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
모의 의견 역시 반영되고, 매해 학습 계획서의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정하여 실행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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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학교는 전교 150명 이내, 한 학급에 16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로, 학생이 교사로부터 1대1
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의 장소 역시 교실에만 한정
짓지 않고, 학교 안팎으로 유연하게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이 가
능하도록 한다. 이처럼 개별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와 학습에의 흥미, 참여도를 높임
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과 졸업률 증가의 효과를 가져왔다.
나) 인턴쉽을 통한 현실 사회에의 참여와 몰입
빅픽처 학교는 ‘인턴쉽을 통한 학습(LTI: Learning Through Internship)’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빅픽처 학교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인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자신이 디자인한 학습 계
획서에 제시한 커리큘럼이나 학습목표와 관련된 지역사회 기관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인턴 활동을 통해 현실 사회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고, 인턴쉽의 경
험을 학교 학습과 연결시킴으로써 학습과 인턴쉽 모두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일로서 인지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인턴쉽을 통해 자신들이 흥미 있어 하는 분야의 실제 멘토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어, 학교 졸업 후에도 평생 학습과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의 인턴쉽
과정은 지필 시험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와 3개월마다 돌아오는 발표회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
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빅픽처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조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파트
너로서 그리고 학생 전시회의 패널리스트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교와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추구
하고, 이렇게 연계된 학교와 학부모, 지역 사회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으로서 작용하도
록 한다.
라) 새로운 평가 방식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나 주정부 시험 이외에도 빅픽처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와 발
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퍼포먼스 기반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포트
폴리오와 4회의 전시회이다. 덧붙여 어드바이저들이 작성한 각 학생의 발전 과정에 관한 상세한 평
가서와 학생들의 학습 성찰 일지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Hogan,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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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활한 고등교육 진학
빅픽처 학교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이 졸업 후 고등교육으로 교육 여정을 지속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빅픽처 학교를 다니면서 다수의 학생들은 실제로 대학 수업을 경험해보
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보다 고등교육에의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표 Ⅳ-2> 빅픽처 졸업반(12학년) 학생 Zara의 일주일 시간표
오전

오후

월요일

- 졸업 논문 프로젝트의 구조를 의논하기 위해 어드 - 75쪽짜리 자서전 작업 (두번째 챕터 초본 작성하고,
바이저와 면담 (프로젝트 내용: 백혈병 환자들을 위 어드바이저와 함께 챕터의 논점이 분명한지 의논해
한 모금 행사를 백혈병 재단과 함께 계획한다)
봄)
- 백혈병의 종류와 그 외 혈액과 연관된 질병에 대해 - 사회복지사와의 1대1면담 (‘가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조사한다

화요일

LTI (Learning Through Interest) Day – 백혈병 재단에서의 인턴쉽
- 재단의 자금 모금 매니저와 함께 모금 행사의 예산을 짜고, 마케팅 매니저와 함께 전략 회의

수요일

- 아프리카 댄스 그룹에 참여
- 어드바이저와 면담 (대학 원서 작성과 관련)

목요일

두 번째 LTI 의 날 – 백혈병 재단 내 멘토와 만나 내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
- 연구 & 정책 매니저들의 회의에 참여 (마켓 리서치 회사와의 미팅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백혈병 재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논하기 위해)

금요일

- 신문에 실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사 읽고 분석, - 같은반 학생들과 함께 대학 방문. 인문대학 총장과
어드바이저와 나의 분석에 관해 의견을 나눔
의 만남
- 마지막 학기 전시회 준비 (백혈병 재단과 함께 일한 - 부모님과 함께 학생들의 음악 발표회가 있었던 ‘가
정의 밤’ 행사에 참여
경험에 관한 다큐멘터리)

- 어드바이저를 만나 예산과 회계 능력 개발위해 노력
- 대학 입시 포트폴리오 작업 (졸업 논문과 관련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던 경험 정리)

출처: Big Picture Australia(2006). Big Picture Australia: A Briefing Paper. BPEA. p.6

3) 시사점
인턴쉽을 통한 학습생태계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빅픽처 학교의 모델은 초･중등교육에 역량
교육을 도입함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 계획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빅픽처 학교
의 경우 한명의 교사가 최대 16명의 학생만을 담당하는 소규모 학교여서 가능한 활동이기는 하였으
나, 매해 학생들이 교사/어드바이저와 ‘학습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학습할 내용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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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학습을 시작하고, 그 학습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와 인턴십, 그리고 전
문가 멘토들과 함께하는 개별화된 학습 경험이 학생의 지식수준뿐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고 실생활
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일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빅픽처 학교의 사례를
보면 기존 학교와 비교하여 교사의 역할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빅픽처 학교의 교사는 교사이
자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 전달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흥
미를 찾고 개별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자신의 학습에 대해 성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조언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고등교육 부문 해외사례
본 절에서는 고등교육 부문에서의 역량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우선 기존의 수행된 연구동향을 통해 고등교육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분석하여 그
내용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에 중요성 인식 및 개발 현황을 해외 대학의 사례를
통해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제도에 어떠한 주요 변화가 나타나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의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적게는 4개로 (e.g.
ACER 2001; Jones 2009) 또는 12개(de Hann, 2006) 많게는 40개 까지 이르기도 한다(Bennett.
N. et al, 1999). 여기서는 주요 연구들에서 도출한 역량들을 총 망라한 후 공통된 내용을 정리한
후 역량에 관한 대표적인 분류기준에 의해 재분류하고자 한다. 분류 기준은 Bennett(1999)의 4가지
관리의 유형, ATC 21S의 연구에서 활용한 활동 방식 및 수단,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상호작용, 자율성 및 활용 능력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통해 성취
한 성과를 분류하는 기준(유현숙, 2010; 2011; 2012) 등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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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유형
핵심역량
(key competency)

자기
관리

타인
관리

갈등관리 및 해결

○

건설적 비판하기

○

정보
관리

ATC 21S
과업
관리

사고
방식

직무
방식

OECD DeSeCo

직무 사회생
수단 활방식
○

○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

○

○

경청, 능동적으로 듣기

○

○

○

권리, 필요, 옹호, 주장 능력

○

○

논리적 추론
다양한 학업 기술(academicskill)
활용(분석, 종합, 주장 등)

○
○

대인(인간) 관계
도의/시민성/사회적 책임/공감

○

○

○
○

○

○

○

○

○

○

○

○

○

○

리더십

○
○

○

문제 해결/추리력 활용/전략적
반성적 사고

○
○

○

○

○

○
○

○

○
○

○

○

○

분석적 사고

○

○

○

○

비판적 사고

○

○

○

○

○

○

수리감각, 수량화 능력

개인
심리

○

○

○

사회
대인

○

○

다문화적 견해

인지

○

○

○

여러 도구
상호 활용

○

건설적인 비판 수용

구조적으로 글쓰기

자율적
행동

성과(outcomes)의 영역

○

Ⅳ 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해외사례

82
<표 Ⅳ-3> 고등교육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핵심역량에 대한 영역별 비교

관리의 유형
핵심역량
(key competency)
스트레스 관리

자기
관리

타인
관리

정보
관리

ATC 21S
과업
관리

사고
방식

직무
방식

직무
수단

○

의사소통
○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

자율적 행동

○

사회
생활
방식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

○
○

인생계획 및 진로 구상 실행

OECD DeSeCo
자율적인
행동

성과(outcomes)의 영역

여러
도구의
상호 활용

인지

○

○

○
○

○

○

○

○

○

○

○

○

적절한 정보원 이용
(도서관, 정보 검색 시스템 등)

○

○

○

○

정보/데이터 활용 능력

○

○

○

○

정보/생각을 유능하게
전달하기(언어, 글, 시각화 등)

○

○

○

○

정보기술(IT)등 다양한 기술 이용

○

○

○

○

○

○

○

창의력, 혁신 능력
책임감

○

○

○

○

타인의 견해와 가치 존중

○

협력하기

○

협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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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시간관리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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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심리
○

적절한 매체 이용

지적 융통성

사회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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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제시된 고등교육에서 요구되는 34가지 역량은 대체로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역량들이다. 역량은 분류 기준에 따라 이보다 더 세분화 될 수도 있으며,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이들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될 21세기
핵심역량 개발 과정에 대한 시사점 얻고자 한다.
첫째, 이들은 대체로 사고의 방식과 활동의 방식 그리고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론, 실무, 도구 활용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공동적인 역량을 도출한 것이므
로 어느 분류기준에 의해서도 구릅을 달리 할 수 있다.
둘째, OECD DeSeCo의 분류기준은 사고의 활동 특히, 학문에 관련된 지적 사고에 관한 분류기준
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분류기준으로서는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교육의 성과(outcomes)에 의한 분류기준은 역량을 유형화 하는 데는 유의미하지만, 어
떠한 역량이 요구되는지 대외적인 메시지를 주기에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분류기준이 좀 더
내용 중심적으로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리의 유형에 따른 구분을 실시한 Bennett(1999)의 사례의 경우 역량을 지나치게 세분화
한 경향이 있다. 이는 고등교육단계에 시사를 주기보다는 업무현장을 중심으로 개발한 역량과 분류
기준으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류기준 역시 자기관리과 타인 관리는 하나의 영역으
로 정보는 도구 활용, 과업은 업무로 유형화 하는 것이 고등교육 단계와 취업 이후 단계를 적절히
아우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지적영역의 방식과 수단, 생활 영역의 방식과 수단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ATC21의 기
준이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나, 역량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주요국에서는 어떠한 역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평가하는지 변화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호주
1992년 호주의 고등교육 위원회(Higher Education Council)는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고등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일반적 자질(generic attributes)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호주
의 대학들은 그 대학의 졸업생으로 하여금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책무를 갖고 있음을 명시적으
로 규명하였다25). 시드니 대학(The University of Sydney)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역량을 각 대
학차원에서 재규명하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박민정,
25) 본 장에서는 연구의 흐름에 맞추어 호주의 일반적 자질(generic attributes)을 핵심역량이라는 단어로 통일시켜 사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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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호주국립대(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는 연구중심 대학에 초점을 둔 역량 중심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Cumming & Kiley, 2009).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규정 및 핵심역량
시드니 대학의 핵심역량 체계는 학문적 수월성(scholarship), 세계시민(global citizenship), 평
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라는 세 개의 핵심토대 위에 연구와 조사(research and inquiry), 정
보 문해력(information literacy), 개인적･지적 자율성(personal and intellectual autonomy), 윤
리적 사회적, 전문가적 이해(ethical, social, and professional understanding), 그리고 의사소통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하부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며 다
음과 같다.
<표 Ⅳ-4>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역량모형 및 구성요소
핵심토대

구성내용
연구와 조사(research and inquiry): 연구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해의 지평을 확
장할 수 있다.

학문적 수월성
(scholarship)

정보 문해력(information literacy): 다양한 맥락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적･지적 자율성(personal and intellectual autonomy): 개방적 태도,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고 주어진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세계시민
(Global Citizenship)
윤리적 사회적, 전문가적 이해(ethical, social, and professional understanding): 지역, 국가, 국제사
평생학습
(Lifelong Learning) 회, 그리고 전문가 공동체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견실한 가치관과 신념을 고수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의사소통(communication): 새로운 이해를 구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학습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이효성･이용환(2011). 국내외 역량기반 교육과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p.24

한편, 호주의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인 호주국립대(the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이하
ANU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다. ANU는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에 맞게 본교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을 위의 [그림 Ⅳ-2]과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의 역량은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연구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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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호주 ANU의 연구중심 대학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출처: Cumming & Kiley(2009). Research Graduate Skills Project. p.9

2)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시드니 대학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습경험을 하면서 핵
심역량들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학교가 요구하는 학업과정(disciplinary studies)
에 충실 하는 것이 이러한 역량들을 얻는데 필수적이라고 소개하며, 학기 중에 배울 수 없는 것들은
그들의 학업 외 대학생활을 통해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26).
대학은 수업에 있어서 5가지 핵심역량을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교 내의 기
관인 교육센터(Learning Centre), 수학교육센터(Mathematics Learning Centre), 쿠리센터(The
Koorie Centre), 직업센터(Careers Centre), SWOT 분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코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이 원하는 핵심역량을 위한 수업이 어느
센터에서 어떤 코스로 열리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각 과의 워크숍 상황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현황들을 홈페이지에 개재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제시하
고 있는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어떠한 수업을 듣고, 어떠한 핵심역량들을 익
26) http://www.itl.usyd.edu.au/graduateAttributes/ 참조.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86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한편, 연구중심 대학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호주국립대학(ANU)에서는 이러한 역량
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학습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표 Ⅳ-5> ANU에서 제안하는 연구중심 대학형 핵심역량 습득 방법
형식

유형

사례
부전공
short course 단기 강좌
프로그램

형식적(formal)/
구조적(structured)

훈련(Training)
준비(preparation)
감독(supervision)
검토(review)

자격증 관련 강좌
개인에 맞춰진 활동(과학적 글쓰기)
training exercise
검토(review)
포럼
워크숍(국내)
컨퍼런스(국제)
학자들의 모임
research practice 모임

비형식적(informal)/
반구조적 (semi-structured)

상호작용(interacting)
멘토링
감독(coaching)
또래학습(peerlearning)
협력(workingalongside)
대화(dialogue)

포럼
현장학습 또는 tea time
저널 클럽
세니마
technical talk
토론 (온라인)
전자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전환 가능 기술)
근로(paid employment)
연구 그룹(research group)

새로운(emergent)/
비구조적(unstructured)

능동적으로참여
보여주기(숙련,능력,학문등)
독립성키우기
새로운지식창조

협력 프로젝트
협력 연구 센터
외부 실험실(미국 또는 유럽에)
academic practice
professional practice

출처: Cumming & Kiley(2009). Research Graduate Skills Project. p.11 재구성.

위의 <표 Ⅳ-5>를 살펴보면 ANU에서도 기존의 형식적(formal) 구조적(structured) 교육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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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비형식적(informal) 역량 습득 방법을 넘어 새롭고 형
식적 틀을 벗어난 다양한 활동으로 역량을 습득하는 방법을 시도한 것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매우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3) 평가
시드니 대학교의 수업관리 및 평가위원회는 각 과의 강의계획서가 역량개발 중심으로 구성되었는
가를 검토하고, 강의평가 항목에 학습자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의
역량개발 정도를 평가하고,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박민정, 2008).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에 대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수강
한 수업(unit of study)이 5가지의 핵심역량에 얼마나 초점을 두었는지 정도에 따라 ‘초점을 두지
않음(not a focus)’, ‘조금 초점을 둠(minor focus)’, 그리고 ‘주로 초점을 둠(major focus)’의 3가지
고 척도로 평가를 매기게 된다. 또한, 주관식 문항으로 개선점이나 제안사항을 물어본다. 이 평가의
정보는 축적되어 교직원들이 커리큘럼을 재구성할 때 사용된다.
시드니 대학은 이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핵심역량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업과 기타 워크숍 등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신장시킬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수진으로 하여금 수업평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5가지의 핵심역량
과 수업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다.

나. 미국
미국의 고등교육부문 역량중심 교육의 사례로 쿠즈타운 대학 (Kutztown university of
pennsylvania)을 소개할 수 있다. 쿠즈타운 대학은 미들 스테이츠(middle states)27)가 교양교육에
관한 기준 12항에 맞지 않다고 교육과정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2008년 교양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
였다. 미들스테이츠가 말하는 기준 12항에서 요구하는 기본 역량들은 구어적 의사소통능력 (oral
communication), 문해 능력(written communication), 과학적 추론(scientific reasoning), 양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비판적 분석 및 사고력(critical analysis and reasoning), 그리고
과학기술적 능력(technological competency)으로 총 5가지였다.28)
이와 더불어, 미국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y)에서 교양교육
27) 미들 스테이츠 ((New York, New Jersey 및 Pennsylvania 주(州) ; Delaware와 Maryland 주(州)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 네이버 사전 검색
28) http://www.kutztown.edu/gened/pdfs/Gen_Ed_Task_Force_Report.pdf 참조.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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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education)을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대학이 다양한 교
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과 사회적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
록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쿠즈타운 대학은 학문적 소양, 실용적 기술의 함양과 함께 학생들에게 학문에 대한 시
야를 넓혀 사회문화와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개인적･사회적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교양
과목을 개편하였다.

1) 규정 및 핵심역량
쿠즈타운 대학교는 공통교양교육(General Education Program)을 실시함에 있어서 총 네 가지의
과정을 만들었다.29) 그 중 하나가 주제별 역량 코스(Thematic Courses : “Competencies Across the
Curriculu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7가지의 핵심역량을 내세웠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들을 수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7가지의 핵심역량은 다음 <표 Ⅳ-6>와 같다.
<표 Ⅳ-6> 쿠즈타운 대학 주제별 역량 코스의 7가지 핵심역량
구분

핵심역량 및 내용

1

쓰기 역량 (writing-intensive) :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공부야의 질의응답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양적추론 역량 (quantitative literacy) : 학생들로 하여금 양적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문제
들을 논리추론하고 그들의 실제생활에서 그래프, 표, 수학적 기호들을 이용해 수학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컴퓨터활용 역량 (computer-intensive) : 기술이 다양한 종류의 배움과 의사소통 방식을 제공하듯 학생들로 하
여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학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각적 문해 역량 (visual literacy) :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적 의사소통 경로를 경험하고 학문에 대한 그
들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5

의사소통 역량 (communication-intensive) :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습득하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청중들(가령, 장애인)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6

문화적 이해 역량 (cultural diversity) : 학생들로 하여금 인종, 정치, 성별, 계급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
고 복잡하고 세계화된 사회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7

논리적 사고 역량 (critical thinking) : 학생들로 하여금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른 논증, 적절한 증거와 분석을 통
해 비판적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Developing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for Finnish Higher Education. 내용 재구성.
http://ospe.utu.fi/tiedotteet/OSPE-esite-eng.pdf 참조.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29) 쿠즈타운 대학의 공통교양교육은 총 4가지 코스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는 기본핵심과정(university core curriculum)으로 수학과 같은
기초과목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이다. 두 번째는 기초교양과정(university distribution course)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해볼 수 있도
록 만든 코스이다. 세 번째는 세부교양과정(college distribution course)으로 자신의 전공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과정이다. 마지막은 주제별 역량 코스로 7가지의 핵심역량을 학생들이 골고루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든 과정이다.

KEDI 89

Ⅳ 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해외사례

2)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쿠즈타운의 전공과목(major/minor)의 경우, 전공이수 조건과 더불어, 핵심역량이수 조건에도 충
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North American Indians’라는 인류학 전공과목의 경우, ‘쓰기 역량’과
‘문화적 이해 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각각의 교과목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은 두 개로 한정
되며, 교양과정(general education)내에서 기본핵심과정(university core curriculum)을 제외한
기초교양과정(university distribution course)과 세부교양과정(college distribution course)의 경
우, 복수인정이 가능하다.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목은 지정되어 있는 학점(credit)만큼 수강해야 하
는 조건이 있다. (1)쓰기 역량(writing-intensive)은 9학점, (2)문해적 역량 (quantitative literacy)
혹은 컴퓨터 활용역량 (computer-intensive)이 3학점, (3)시각적 문해 역량 (visual literacy) 혹은
의사소통 역량 (communication-intensive)이 3학점, (4)문화적 이해 역량 (cultural diversity)이
3학점, (5)논리적 사고 역량 (critical thinking)이 3학점으로 총 21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3) 평가
쿠즈타운의 이 주제별 역량코스는 다른 코스들과 마찬가지로 공통교양교육위원회(General
Education Committee, 이하 GEC) 대학교육과정위원회(University Curriculum Committee, 이하
UCC)에서 책임을 맡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 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
목이 지칭하고 있는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여부도 이 두 기관에서 관여한다. 교과
목에 역량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GEC에서 이 코스 지원서를 받아 이를 평
가하고 UCC에 넘기면 UCC에서 최종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각각의 역량별로 교과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가령, 쓰기 역량의 경우 쓰
기 숙제가 수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숙제의 형태는 3000자 이상으로 논리적인 글쓰기가 요구
되며 성적이 매겨진다. 또한, 이 숙제는 교수자와 학생들로 하여금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고 완성된 학생의 글은 성적의 50%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과제 이외에도, 상시
과제를 낼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각각의 교과목마다 예로 든 ‘쓰기 역량’과 같이 해당 조건을 맞추
어야 과목으로 승인 받을 수 있다.
핵심역량 사항이 교과목에 조건으로 들어갈 때 이미 일정 기준에 따라 승인받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별도의 평가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2008년에 처음 시행되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체계가 아
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아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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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도입은 되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로 보인다. 2012년 1월 1일
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Turku 대학(University of Turku)과 전문교사협회(Professional
Teacher Education unit) 등의 주관 하에 핀란드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30) 소수의 대학 홈페이지의 교육과정 소개에 ‘competency-based’ 라고
표기하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역량을 습득하였는지에 대한 관리 및 평가체계는 아직 자리 잡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울루 대학(University of Oulu)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소개란에 분명히 ‘역량기반’
(competency-based)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각각의 기준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31) 시드니 대
학처럼 완전히 핵심역량을 뽑아 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완해나
가는 방식은 아닌 듯하다.
템페레 대학(university of Teampere)의 경우 2012년 8월 교육개혁을 시도하면서, 학제를 ‘학위
프로그램’(degree programmes) 방식으로 바꾸었고 이 개혁에 따라 수업의 교육과정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나마 명시하고 있다.32)
예를 들어, 생물공학 학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사 학위와 석사학위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역량을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로 제시하고 있다.33)

□ 학사 학위 프로그램
◦생물공학분야의 전반적인 기초 내용을 이해한다.
◦전공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줄 안다.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실험실에서 연구할

수 있다.

◦충분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는다.
◦실생활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석사과정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습득한다.
30) http://ospe.utu.fi/tiedotteet/OSPE-esite-eng.pdf 참조.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31) http://www.oulu.fi/english/studying/academic-system 참조.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32) http://www.uta.fi/studies/educational_reform/index.html 참조.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33) https://www10.uta.fi/opas/koulutus.htm?opsId=137&uiLang=en&lang=en&lvv=2013&koulid=137 참조.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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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학위 프로그램
◦생물화학과 생물공학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한다.
◦과학의 세부적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생물학 분야에 과학적 지식을 적용시킬 수 있다.
◦과학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과학적 연구를 착수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갖는다.
◦실생활에서 그들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를 갖는다.
역량을 키워드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위 과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만들고 프로그램이 학생
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지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평생교육분야와 고등교육과정분야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 싱가포르
싱가폴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이나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미 핵심 가치(core values) 혹은 핵심 기
술(core skills)이라고 하여, 핵심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발달시키고 있다.
더욱이, 21세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도출하고 그에 기반이 된 교육을 실시하려 노력하고 있다.34)
고등교육의 경우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단과대학별로 그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NUS)의 경우에도 치과 대학
과 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NUS의 의과대학의 경우, 미국의과대학연합(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AAMC)와 호워드 허지스 의학 협회(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HHMI)가 2009년에 구축
한 8가지 역량을 기본으로 하여, NUS Pre-Medical programme(PMP)를 만들었다. 그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35)

34) http://www.moe.gov.sg/media/press/2010/03/moe-to-enhance-learning-of-21s.php 및 Mr Winston Hodge 교육부 director의 ‘Basic
Education Curriculum revisited: A look at the current content and reform’ 글 및 참고.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35) http://www.eng.nus.edu.sg/ugrad/SP_pre-med.html, NUS Pre-Medical Programme(PMP): competency-based curriculum 자료 참고.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92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쓰기와 의사소통 (writing& communications)
◦양적추론과 수학을 적용하여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적 조사과정을 이해하고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발견되고 검증되

는지 안다.

◦물리법칙을 이용하여 세계를 이해한다.
◦화학법칙을 이용하여 세계를 이해한다.
◦생체분자가 구조나 세포의 기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증명할 수 있다.
◦생체분자와 세포결합, 기관, 그리고 생명체가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 내고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해한다.
◦어떻게 생명체가 내부 환경을 감지하고 조절하는지와 외부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자연선택설에 의한 지구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진화론의 원칙에 대해 이해한다.
위와 같이 총 9가지의 핵심역량을 나열하였고, 각 역량에 맞는 수업을 개설하였다. 예를 들어, 4.
화학법칙을 이용하여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한 수업으로는 ‘생체분자의 생화
학’(Biochemistry of Biomolecules)과 ‘생화학의 기초(Fundamentals of Biochemistry)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이 관리와 평가체계가 구축되었다기보다는 핵심역량과
수업 간에 단순한 연결에 불과하고 이러한 과정을 추천하는 선에서 제공되고 있어 조금 더 구체적
인 방안이 필요할 듯하다.
치과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과정을 역량기반(competency-based)으로 바꾸었다.36)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치과의술에 필수적인 기초적인 기술들을 강조하고 통합된 교과를 제공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치과 대학에서 제시하는 역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물학의 이해를 통해서 치의학과 기초학문을 통합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
◦보통의 질병과 구강 질병의 관계를 이해하고, 구강 및 치과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치의학에서 필요한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치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고 실행할 수 있다.
◦연구 결과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교육에 헌신할 수 있다.
◦전문성과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36) http://www.dentistry.nus.edu.sg/Education/curriculum.html 참고.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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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의 치과대학은 위와 같은 7가지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수업에서 다양한 정보기술이 이용하게끔 시도할 뿐만 아니라 학과
와 수업 간의 연계를 기대하며 통합된 교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문제-해결적 교육(problem-based learning)을 도입하여 분석적이고 문재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
치과대학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꾸준한 공부와 헌신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바뀐 만큼, 평가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의 ‘절차에 따른 시험(scheduled-based
clinical assessment)’를 대신하여, ‘임상 역량 평가(Clinical competency test)로 전환되었으며, 학
생들은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였다고 생각되면 서로 다른 시기에 시험을 보게 된다. 이는 역량이 갖
춰진 학생들이 더 빠른 비율로 시험을 통과할 것이며, 보충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걸러낼 수 있
는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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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구축 정책 추진 현황

1 초･중등교육 부문 정책
가. 역량 중심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및 평가방법 혁신 정책 분석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 전반의 혁신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의 혁
신, 변화된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방법에 적합한 평가 제도의 혁신이 서로 맞물려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때 핵심 역량 교육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의 주요한 세 가
지 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분야에서 역량 중심의 혁신 정책이 과거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어져오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
색해보고자 한다.

1) 역량 중심 교육과정 혁신 정책 분석
교육과정 분야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혁신 정책은 교육과정의 개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량기
반교육과정을 도입한 2009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한계점등을 분석하여 현 정부 및 앞
으로의 교육과정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도입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역량은 직업교육이나 훈련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교육과
관련하여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역량기반교육과정이 2009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기 전부
터 이미 핵심역량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왔다. 2007년 8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 위원회는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안)｣에서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미래사회에
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의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에서도 미래 한국사회의 특징을 진단하고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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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역량 영역을 설정한 바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이흔정(재인용), 2010: 152, 손민
호(재인용), 2011: 104).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이론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부터, 명제적 지식을 방법적 지식으로부터, 지적인 덕을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성향으로부터 분리시
키는 특징을 보였다(소경희, 2007: 11).” 또한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은 “교과 간의 단절, 지나친 학
습 부담, 피상적인 학습, 단순지식 전달 등 근대적인 교육체계”가 재현(강운선, 2010: 4)되고 있음
이 지적되었다. 그 결과 사회와 실제의 문제를 다루는 데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강운선,
2010: 4)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며(이흔정, 2010: 152) 학습자의
실제 삶과 경험과도 괴리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은 이와 같은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에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교육
을 미래사회에 보다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영석, 2010: 81).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 고시되었고, 이어 2011년 8월 9일에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을 일부 수정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각론을 수정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교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어왔
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은 2013년부터 초등학교 1,2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개발단계에서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홍원
표, 이근호, 2011: 68).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 수준에서 모든 학교급에 공통적으로 자주
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 등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고 각각에 적합한 역량을 도출함으로써 교
과별로 각론에 핵심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국가교육과
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 위원회, 2010:4, 강운선(2010: 2)에서 재인용).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처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기초학습능
력,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 이해, 진로개발 능력 등이 길러야 할 역량으로 선정되었다(강운선,
2010: 3).
하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인 교과군제, 집중이수제, 선택교육과정의 확대, 학습목
표와 내용의 제시방식 등의 제도적 변화가 모두 핵심역량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시도한 여러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자율
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허용하고 촉진하기 위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부분적
혹은 간접적으로 역량기반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학년군 및 교과군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단위학교에 자율적인 결정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편성과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경희 외(2010: 45)의 연구에서도 뉴질랜드에서 여러 학
년을 묶어 수준별로 교과의 성취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같이 유연하고 느슨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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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학교에서의 핵심 역량 적용을 한 층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보았다. 둘째, 공통교육과정을 9년
으로 축소하고 선택교육과정을 확대하면서 단위학교와 학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의 양
과 폭이 증가시킨 것 역시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라 할 수 있다. 선택교육과정
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학습할 교과를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신
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학습과정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 가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이흔정, 2010: 160).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를 통해 학
교교육은 학생들에게 학교 교과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 외부와 연계
된 교육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2009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2011년 개발된 교과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된 교육목표에 핵심역량
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은 단위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
고 학생들에게는 교과군의 도입과 학습량의 감소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며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과외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
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2009개정 교육과정의 한계와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개정 교육과정은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과 같이 역량중심교육과정
을 전면적으로 표방할 만한 특성을 지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역량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교육
과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서 해결해야 할 한계점과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2009 개
정 교육과정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계점을 철학적 측면, 교육과정 설계와 편성의 측면,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실행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철학적 논쟁 및 대안: 역량 개념의 모호성과 역량의 필요성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적 논쟁의 가장 큰 쟁점은 역량의 형태로 내용요소를 제시할 수
있는지, 제시된 역량 형태의 내용요소를 기반으로 실제 교육과정, 구체적인 단원을 구성할 수 있는
지의 문제이다(김영석, 2010).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역량요소들을 중심으로 교
과서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하여 여전히 역량
의 개념에 관한 어떠한 합의된 정의나 근거나 정당성에 대하여 축적된 논의는 많지 않다(손민호(재
인용), 2011: 102). 그리고 최근 개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핵심역량은 교육과정화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김영석, 2010: 82)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교과서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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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기존의 교과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목표와 내용, 내용과 방법의 괴리 현상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량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 이외의 또 다른 쟁점으로 역량의
필요성 및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흔정(2010: 163)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이론의 중요
성을 간과하고, 유용성과 실용성을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함으로서 자유교육의 가치가 훼
손되고 학교교육이 직업교육화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무시되고 교육
이 경제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 제기되는 철학적 문제들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실천 가능한 형태
로 제시되거나(김영석, 2010: 85) 구성원들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경희 외, 2010: 44; 홍원표, 이근호, 2011: 69). 후자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경희 외(2010: 44)는 뉴질랜드의 사례에 근거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실제
학교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핵심역량이 개별 교사 수준에서 수업 시 참고하는 정도로만 다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학습의 목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사들만이 아니라 학생
들도 핵심역량의 의미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핵심역량의 학습에 있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홍원표, 이근호(2011: 79)는 역량은 ‘열려있는 개념’이므로 개념 자체를 고정하기보다는 단위학교
별, 교과별 자율적인 해석과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구현방식도 국가수준에서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보다 학교수준의 고민과
소통, 토론을 통하여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이분법적 이원
론적 사고로부터의 전환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량담론은 학교교과를 배제하거나 간
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량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상정함으로
써 기존의 지식중심의 학교교과를 역량과 더불어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강운선, 2010: 8; 이흔정,
2010: 165). 여러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외국사례에서도 교육목표나 내용에서 역량만을 강조하기보
다 교과지식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실재론에 따라 학문적, 이론적 지식의 간주관성,
국지성, 실제성 또는 실천성을 인식하고 역으로 비합리적이고 무반성적이라고 여겼던 일상 활동과
경험이 합리적이며 성찰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손민호,
2011: 111). 따라서 역량을 자유교육론적인 가치와 실용성의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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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설계와 편성의 문제와 대안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설계와 편성 측면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교육과정 편성 시 어떻
게 역량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목표 항목을 통해 해당 교과에서 달성해야 할 역량을 진술하고 이를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달성할
것을 명시하는 등 일부교과에서 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소경희, 강지영,
한지희, 2013: 167-168). 그러나 이들 교과수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과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여전히 교과지식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에 따라 목표에 진술된 역량이 교과내용을 통해 어
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총론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범교과적인 핵심역량만 제시되어 각론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시 각 교과지식에 근거한 교과
별 역량 도출이 필요한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총론적 수준의 핵심 역량들이
규명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모델은 총론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소경
희, 강지영, 한지희, 2013: 158).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팀은 공통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반
영하여 교과에서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권장하였으나 각 교과의 내용요소나 성격에 근거하여 선정
된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역량과 내용이 유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강운선, 2010:13).
즉, 각 교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교과전문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경희, 강지영, 한지희, 2013: 168). 이처럼 핵심역량이 교과학습 속에 적극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다면 교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행 학교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다(소경희 외, 2010: 45).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역량과 내용지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역량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내용 지식과 더불어 역량 내지는 핵심 과정을 함께 제시함으로서 각 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과의 내용지식이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소경희, 강지영, 한지희, 2013: 167-168). 이를 위하여 교과별 과정 역량에 대한
규명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소경희, 강지영, 한지희, 2013: 168).
또한 총론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과 범교과적 핵심역량의 제시에만 그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교과지식에 근거한 교과별 역량 도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역량이 교과
학습에 좀 더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 즉 기존의 전통교과 기반의 내용요소와 역량요소를
결합하는 방법에 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김영석, 2010; 소경희 외, 2010:46). 교과교육과
정 개발자들 역시 자신들이 추구하는 역량과 공통역량과의 연관성을 명시함으로써 총론과 각론 사
이의 공통성과 다양성, 일관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이다(홍원표, 이근호, 2011: 79).

KEDI 101

Ⅴ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 생태계 구축 정책 추진 현황

• 교육과정 실행상의 문제와 대안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행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문제와 평가와의
연계 문제 등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역량모델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내용중심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구체적인 수업 제재를 상세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
과정 설계 및 운영의 자율권이 상당히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실행양상이 학교나 교사별
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현장에서 목적에 교육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흔정, 2010: 166; 소경희, 강지영, 한지
희, 2013: 171). 또한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평가체제를 벗어나 핵심 역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정책의 방향
세계는 지금 자국의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는 이러한 핵심역량 교육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있으
며 선진국들은 이미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역량을 학교 교육과
정의 목표 및 기본 원리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과 소
질에 맞는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등 고등사고기능을 함양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들이 담론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홍원표, 이근호, 2011: 69).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정책이 개발 또는 교육과정의 개
정에서는 앞서 언급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문제
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설계, 실행이 현실
화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역량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합의,
핵심역량이 교과 내용 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각 교과지식에 근거한 교과별 역량 도출, 역량
의 평가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역량 중심 교수･학습 혁신 정책 분석
교수･학습이란 교사가 교육내용을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과정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
자의 지식, 행동, 태도 등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을 위해서는 역량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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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수･학습의 개선이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가) 교과교실제의 도입
교과교실제 정책은 정책 자체가 핵심역량 교육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추진된 것은 아니지만
역량기반교육과정인 2009개정교육과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는 면에
서 역량 중심 교수･학습 정책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교
과군제, 집중이수제, 선택교육과정의 확대 등이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도한 여러 가지 정
책들은 기본적으로 역량기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영을 촉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또한 역량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교수･학습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제공한 것이 바로 교과교실제라 할 수 있다. 교과교실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
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학습자 중심 교육의 강조와 수준별 교육과정 및 선
택중심 교육과정 도입과 더불어 조난심 외(1997), 박영숙(1998, 2009), 김재춘 외(2008) 등의 학자
들이 연구를 수행해왔다. 교과교실제는 교육부가 2009년 5월 20일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
발표한 이래 중등학교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교과교실제는 기존의 학급 중심으로 구성된 교실유형과 달리 교과 특성에 맞게 교과에 따라 교실
이 구성되는 형태로,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에 해당하는 교실을 찾아 이동하며 수업을 듣게 된다. 김
재춘(2010)은 이러한 교과교실제의 도입 목적을 ‘교육과정의 효과’와 ‘수업의 효과’로 구분하였다.
즉 교과교실제는 학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적 토
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자료와 수업방법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함으
로써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김재춘, 2011: 3, 재인용).
이러한 교과교실제는 학교의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등에 변화를 가져왔다. 교과교실제를 통해
수업 시간을 보다 큰 단위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타임제와 집중이수제 운영이 용이해졌다.
블록타임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듣는 교과목 수를 줄일 수 있게 하고, 집중이수제는 학생이 주당(학
기당) 이수하는 교과를 줄이는 전략이다(김재춘, 2011: 13). 집중이수제를 통한 주당 이수 교과수의
감소는 학생들이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 과목을 줄여줌으로서 학생들이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와 함께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학생
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교과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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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실제는 책걸상 배치의 다양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교구의 ICT자료와 기자재의 구비 및
활용, 학생들의 수업 실적물 보관 및 활용과 같은 수업의 효과도 갖고 있다(김재춘, 2011: 16).
하지만 교과교실제 운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보다는 교사의 만족도가 더 높으며, 소프트웨
어보다 하드웨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재춘, 2011: 27) 교과교실제가 추구하는
기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과교실제가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교수･학습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과,
교수･학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교육과정의 효과’와 ‘수업의 효과’가 교과교실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
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
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 자
유학기제는 2013년 2학기부터 전국의 42개 연구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학교를 늘려 2016년에는 전국의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게 된다.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과 더불어 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과 인성, 꿈과 끼 등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통과정(기본
교과)과 자율과정의 편성이라 할 수 있다. 공통과정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기본교과
를 주당 20시간 내외로 편성하고 과목별 수업시간은 학교 자율로 증감하여 핵심성취기준을 기반으
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율과정은 진로탐색 중점모형,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
육 중점모형, 학생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혼합 모형 등 학생의 수요와 학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학기제는 공통과정(기본교과)과 자율과정에 대한 교수학
습 방법의 혁신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최상덕 외(2012: 4-5)의 연구에서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창의성, 책임감, 도덕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미래인재로서
의 학생들이 창의성은 물론 사회성과 인성을 함께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
다.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이 인지적, 정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
수･학습 방법의 구현이 가능한 학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에 학생 선택프
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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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몰입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스스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미래 역량의 함양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학기제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과 더불어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참여･활동 중심
수업 강화와 수업방법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교과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
론 등을 활성화 하고,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의 교과는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수업 등
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의 교과를 높이기 위하 블록타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교과 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간, 학습주제간, 학급간의 융합･연계가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명 이상의 교원이 함께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코
티칭(Co-Teaching)”과 “학생 간의 역할 분담 및 의사교환 등을 통해 학습하는 코러닝
(Co-Learning)”을 활용하는 협력학습이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 정책은 이제 막 도입되는 단계로 정책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보급,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율과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정책의 방향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정책은 핵심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되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역량에
기반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교육과정의 핵심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실현
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 조성 및 실질적인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교실제를 활용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들이 교과별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자들의 교수･
학습 관련 연구와 교사들의 연구회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학습 환경 조성에 있어 최신
정보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OECD가 수행한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3가지 범주의 핵심역량 중 하나는 바로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언어, 상
징, 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역량,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새로운
기술 활용 역량)이다(천세영 외, 2013: 27).
교사와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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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나는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서책
이 가지는 장점과 함께 검색, 네비게이션 등의 부가 편의 기능과 학습 지원 기능을 구비하여 편의성
과 학습효과성을 극대화 시킨 디지털 학습교재”를 말한다(변호승 외, 2005: 연구요약).
디지털 교과서는 2007년부터 특정 학교급과 학년, 교과 등을 대상으로 개발･보급이 이루어져 왔
으며 최근의 태블릿 PC 및 스마트패드 등의 휴대형 단말기의 확대, 개인화학습환경에 대한 기대 증
가, SNS의 이용 확대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21세기에 부합하는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이 필요
한 상황이다(노정민 외, 2013:66).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적 개발과 함께 디지털 교과서가 학
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및 사용 가이드라인 등의 연
구가 학교급별, 교과별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3) 역량 중심 평가방법 혁신 정책 분석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따라 교육평가의 내용 및 방법도 크
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필식 선다형, 단답형 시험이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암
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학생의 실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지
필식 평가와 함께 평가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평가의 시기도 중간, 학기말고사 체제
에서 평소 수업 태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평가
관련 정책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평가 혁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 역량 중심 평가방법으로서의 수행평가의 도입 및 과제
교육평가 분야에 있어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의 실질적 역량을 평가하고자 한 시도는 수
행평가 정책의 도입으로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실제 수행
(performance)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넓은 의미에서 수
행평가는 “객관식 평가를 제외한 모든 평가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참평가 또는
실제 상황에서의 평가, 대안평가, 직접적인 평가, 실기시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황은희, 2003: 7,
재인용).” 1990년대부터 이러한 유사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수행평가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으며 백순근(2000)은 넓은 의미에서 수행평가를“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서술 혹은 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
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으로 정의하였다(황은희, 2003: 7, 재인용). 수행평가는 선택
형 지필고사 위주의 시험으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등급화 하던 과거의 평가제도에서 학생 개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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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발달을 돕는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로 평가의 관점의 변화를 일으킨 정책으로 교육평가 영역
에서의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1998년 10월 ‘교육비전 2002: 새학교 새문화 창조’정
책을 통해 학교현장에 수행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듬해인 1999년 3월부터 전국의 초･
중등학교에 일제히 적용하도록 하였다(허경철 외, 1999: 1~8).
전통적인 평가 체제라 할 수 있는 선택형 시험과 수행평가는 서로 다른 지식관, 철학관, 학습관에
근거하며 평가 목적, 내용, 방법 등 모든 영역에서 구분되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전통적 평가제도
가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재생산 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에 비해 수행평가는 학습자의 이
해와 성장을 중시하는 역량 중심의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평가는 1999년 전체 초･중등학교에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학생들의 학습과정 및 성과를 측정
하는 평가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행평가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 평가의 공정성 문제,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부담 및 교사의 시행상의 어려
움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나) 핵심성취기준의 도입 및 성취평가제
지금까지의 학생평가는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분류하거나 배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로 인
해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암기 위주의 수업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평가가 도입되어 지필시험과 함께 시행되어 왔으나, 수행평가가 학교 현장에서 본래의 취
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수행평가 결과를 점수로 산출하여 지필고사 점수와 합산하여 내신을 산출
함으로서 기존의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학
생들의 배타적 경쟁심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협력적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행평가로의
평가방식의 전환과 함께 학생을 비교하고 줄세우는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교과의 핵심성취기준을 도입하고, 도달여부를 확인하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지식이나 가치, 기술 등을 구체
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일이며 성취 기준은 이러한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진술하기 위한 목적에
서 시작되었다(윤현진 외, 2008:3).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
가와 같은 교수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성취기준의 개발과 명시는
교수･학습 활동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학습의 결과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과
정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가와 관련된 학생의 학습활동 중심으로의 관점
을 전환하는 것이다(윤현진 외, 2008:3, 재인용).
교육평가에서 성취기준의 필요성은 기존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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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배타적인 경쟁심을 조장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협동학습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학습 경험을 저해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12.13.). 또한 학생의 적성, 소질, 진로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것
이 제한되며, 창의･인성 수업모델과 평가방법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12.1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 개선, 고교 성취평
가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2011.12)｣을 발표하였다(교육
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12.13.)”.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
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다. 즉, 학생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
여 단순한 석차가 아니라 학생이 실제적으로 배운 내용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개별 학생의 적성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함으로써 교실수업
내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 11. 13).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2012년부터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취평가제를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성취평가제는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서열을 매기지 않고, 과목별로 학생이 성취해야 하는 도달 수준과 비교하여 얼마나 성취
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교육평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평가의 방법과 제도가 변화되어 왔
다.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평가의 준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주요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중학교의 무시험 추
첨제와 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당시의 여러 학자들이 상대평가에 따른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비교육적인 특성 등을 거론하면서 절대평가(준거참조평가)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의 성취정도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의 평어로 부여하였다. 하지만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의 증
가로 인한 입시 과열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한 입시 자료로 사용되자 내신 성적 산출 시 규준
참조평가(상대평가)에 의한 석차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용되어 사
용되어왔다(박도순, 2008:53).
준거참조평가는 평가준거를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에 두며, 규준참조평가는 학생이 속해 있는
집단의 학업 성취 결과에 둔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달성하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후자의 경우 학생들 간의 경쟁을 통한 개인차의 변별이 중요한 목적이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준거참조평가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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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평가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각 학교급과 개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취평가제의 점진적인 도입을 시행하고 성
취평가제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학교 전교과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의 경우 2012학년도 1학년 입학생부터 전 교과에 대해 성취
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보통교과의 성취평가제는 2년 동안의 시범적인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성취평가제
홈페이지).
지은림(2011)은 2014년 까지 새로운 평가 제도를 위해 ‘중･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추진 방향과
과제 연구’에서 성취평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과목별 절대평가 기준의 개발, 학업성적관리체제
마련, 교원의 평가전문성 제고,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고교-대학 연계 입시전형 개
발 지원 등이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취평가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및 과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대학 입시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대학의 입
시제도에 따라 학교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이 결정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기존의 대학 입시는 학
생들의 내신 성적, 수능점수와 같은 교과 관련 학생들의 지적 영역의 측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로
인한 암기식, 주입식 교육과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조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입학사정관제는 시험성적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과 여러 가지 특성을 다
각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대한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
제 홈페이지37)).
기존의 대입제도는 점수위주의 기계적 선발방식과 대학의 선발과 고교 교육 간의 연계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 간의 점수 경쟁은 지속적으로 과열되었고, 대학
에서는 학생 선발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학교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우수 인재 평가방식은 교과 점수와 같이
단편적인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적성, 잠재력 등을 근거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학은 시험점수에 편향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개
별 학생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봉사정신 등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중심으로 지원한 학생들을 평
37)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 http://univ.kcue.or.kr/pageview.do?page=/portal/ao/ao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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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등학교에서의 입시교육 혹은 주입식 교육방식이 개선됨으
로써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 12월 입학사정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입학사정관제 시범대학을 10개교 선
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40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입학 전형을 실시하였다(박혜
림, 2009:22).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 기준 4년제 대학 총
입학정원의 약 11.5%가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김준엽
외, 2013: 30에서 재인용).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선발인원뿐만 아니라 전형의 종류나 적용시기 등
에서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제도 도입 초기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주로 활용되어 오다가 정시 및 수시
일반전형으로 점차 확대･적용되었다(양성관, 2009; 김신영, 2011, 김준엽 외, 2013: 30에서 재인용).
최근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7,035명 감소하였지만,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모집인원은 975명 증가하였다. 수시모집에서의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은 8,061명 증가하
였고, 반면 정시모집에서 모집인원은 7,086명 감소하였다. 특히 수시모집의 선발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수시모집에서의 입학사정관전형의 비율은 증가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김준
엽 외, 2013:32).
이러한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성과는 김준엽 외(2013:38-45)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은 수업 참여도가 높고, 자발적 학습활동을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더 높았다. 대학의 프로그램 제공
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정도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학
생의 수업 참여도와 자발적 학습활동 측면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은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의 정의적 특질 측면에서 자기주도성과 적극적 태도가 우수한 학
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점은 전반적으로 일반
전형 학생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오히려 학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취지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한계점과 문
제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과제는 입학사정관제로 인한 대입
전형의 복잡성 증가, 전형요소의 다양화로 인한 준비의 어려움, 이로 인한 새로운 사교육의 조장,
공정성･신뢰성 우려(김영철, 김희삼, 2012:129-131), 입학사정관의 불안정한 지위와 협소한 역할
(박혜림, 2009:41-43) 등이다. 김영철, 김희삼(2012:129)은 입학사정관제가 학교와 가정에서 준비
되지 못하고 컨설팅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존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집착이 제
도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준엽 외(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입학
사정관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나 언론 등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입학사정관의 전문
성과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었고(김회용, 2011; 손희권･주휘정, 2009; 이윤미, 2009; 임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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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최경호, 한동욱, 2010, 김준엽 외, 2013: 30에서 재인용) “사정 관점에서의 객관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음”(최경호･한동욱, 2010, 김준엽 외, 2013: 30에서 재인용)을 알 수
있다. 실제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학생 선발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요자
인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 확보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정한 판단을 하는 입학사
정관이라는 신뢰 확보는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박
남기 외, 2008, 박혜림, 2009: 42에서 재인용).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대학들은 자
체 연수, 대학 간 연수, 대교협 연수, 국외 대학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이의 제기 처리 방안 등과 같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박혜림, 2009: 27),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신뢰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평가의 신뢰도 문제와 더불어 사교
육 조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입
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한 고액의 사교육비용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낳고 선발의 공정성에 대
한 의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김영철, 김희삼, 2012: 130).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입학사정관제에
서는 학생들의 역경에 대한 보상, 소외 계층이나 지역으로 부터의 미래 지도자 발굴, 기회 형평성
제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네트워크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층간 대물림을 강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김영철, 김희삼, 2012: 131). 이러
한 문제들로 인해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의 가능성과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벗어나 여
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간편한 대입제도로 회귀할 것에 대한 우려
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어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의 철학과 원칙, 사회적 기여 방향의 검토에 다른 가이드라인 제공, 지역균형선발의
비중 확대와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기회균형선발의 내실화(김영철, 김희삼, 2012: 130-132), 입학
사정관의 지위･처우와 관련된 문제들,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과 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 문제 등
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라) 역량 평가를 위한 교육 평가 정책의 방향

• 역량기반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교육과정개정과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평가방법의 혁신 이
세 가지는 현재의 교육을 미래 사회의 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들의 변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사회과와 과학과의 경우 이를 탐구 및 수행 중심의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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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격을 규정하겠다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2009)(김영석, 2010: 85에서 재인용)의 발표
가 있었지만 이는 평가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탐구와 수
행의 역량요소는 선다형 시험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경희 외(2010: 41)의 뉴질랜드 사
례 연구 사례에서도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적용 시 교사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평가
의 문제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핵심 역량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지식
과 기술을 역량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 태도와 가치 등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 방
법 등 새로운 교육평가 모형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환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평가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
는 평가모형 및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의 지필식 시험 이외에 수행평가의 도입, 서
술형･논술형 평가의 확대와 같은 평가 방법의 변화는 학생의 역량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
지만 현재와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 상황은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류성창(2012)은 질적평가를 공식적인 내신평가 방법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일곱 가지의 세부 정책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질적 평가제고, 업무 재구
조를 통한 교사의 평가 환경 개선, 교육과정의 학업 난도와 양의 적정화, 질적 평가의 중요성과 필
요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설득, 수능시험의 축소와 난이도 조정, 내신평가에 있어 단순 양적 평
가의 감소 및 점진적 폐지, 질적평가의 내용과 공적 기준 수립이 그것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교육평가가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질적 평가로 전환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학생을 대상으로 형성평가 위주의 질적 평가방안이 개
발되고 정착되어 다른 학교급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컴퓨터 기반 평가의 발전 노력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평가 분야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
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초기에는 지필식 검사의 채점, 채점결과 분석, 문제
은행 구축 등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채점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컴퓨터화 검사(CT: computerized
testing)’ 단계를 거쳐, 컴퓨터를 이용해 피험자의 능력이나 특성 수준에 적합한 문항들로 구성된
평가를 실시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 적응 검사(CAT: computerizes adapting testing)의 단계
로 발전해왔다(백순근, 채선희, 1998: 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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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진국에서는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연계
하여 발달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평가 2.0:차세대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평가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자들은 지필평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의 평가방식 개발을 목적으로 ACT21S(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Sectury Skill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박은아 외, 2012: 3). 우리나라도 학생 역량 강화를 평
가 방식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정책의 시사점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행되어온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분야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 중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몇 가지 대표적인 정책을 분석해보았다. 정책에 따라 핵
심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도 있지만,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부분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도 있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은 역량개념의 모호성
및 비구체성, 교육과정 설계와 편성 측면에서의 구체적 방법 부족, 총론 수준의 범교과적 핵심 역량
의 제시에만 그친 점들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수･학습 측면에서 교과교실제는 새롭고 다
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학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업
방법의 혁신이나 학생 중심의 역량 중심 강화 수업 보다는 하드웨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
나고 있어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교
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경우도 아직 도입 단
계로서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방법 혁신 사례 등이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 평가의 경우 기존의 선택형 위주의 지필고사 시험으로 학생의 실질적인 역량을 측
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행평가가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입시 위주
의 교육환경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공정성의 문제 등으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 오지 못
했다. 평가에 있어서 역량 중심의 학생평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을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평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며, 핵심성취기준 및 성취평가제의 도입은 규준참조평가에서 준거참조평가로
의 전환을 통해 학생 간 비교가 아니라 개인의 학습 목표 도달을 평가의 목표로 두는 평가 관점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도입 단계에 있는 정책으로 실제 학교 현
장에 정착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 역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교육비 문제, 계층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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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역량과 관련된 국내의 교육관련 정책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직･간접적인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교
육 현장에 적용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
한 결과는 21세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개선 및 보완과 함께 보다 혁신적이고 새
로운 교육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 ICT를 융합한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축 정책 추진 현황 분석
1) 21세기 학습 사회의 ICT를 융합한 교육혁신 방향
최초로 컴퓨터가 개발되었을 당시는 크기가 집체만한 진공관을 이용하였다. 그 후 메모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컴퓨터의 저장용량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크기는 작아지고 가격은 싸졌
다. 198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를 교육에 활용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이후
흔히 말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산소와 같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 깊숙하게 융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향후 21세기 학습 사회에는 새로
운 교육학(Pedagogy)과 학습자 역량(Learner's Skills)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혁신의 기본 도구로
ICT를 사용하여 교육 혁신을 하려는 노력이 [그림 Ⅴ-1]에서처럼 확실해 졌다.

[그림 Ⅴ-1] 21세기 학습 사회의 교육 3.0
출처: CISCO(2009). Equipping Every Learner for the 21st Century.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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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중반에 걸친 교육 1.0 시대에는 산업사회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
체제를 개발하여 학교를 통하여 교수-학습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에 대한 개혁의 일환
으로 교육 2.0이 탄생하였다. 1983년 미국에서 “위기의 국가(Nation at Risk)” 보고서에서 교육의
당면한 문제점을 주목하면서 20세기 후반(1980년대)에 당시 학교 체제가 보다 높은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성과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교사, 평가, 리더쉽 등 각 측면에서의
개혁을 시도 하였다(Nation at Risk, 1983: 7).
특히, 교육 2.0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담는 개혁이다. 즉,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인터넷, TV, 핸드폰 등 뉴 미디어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미디어를 활용
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웹2.0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의 영향으로 많은 학생들을 여기에
빠져 있다. 또한, CISCO 보고서(2009)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새로운 직업의
70%가 보험, 은행, 헬스케어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판단, 통찰, 협동 등이 중요한 직업
으로 바뀌었다(CISCO, 2009: 26). 이는 수학과 리터러시 역량이 직업을 구함에 있어 더 이상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오히려 21세기 새로운 인재상을 예고하고 있다(CISCO, 2009: 25).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각 국가의 교육 리더들은 21세기 학습자,
구직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 3.0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른다. 21세기 학습의 비전
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3.0의 접근방법은 [그림 V-I]과 같이 새로운 21세기 역량(skills), 교육학
(pedagogy), 기술(technology), 적응적 개혁 어젠다(adapted reform agenda)가 혼합된 총체적 변
화(holistic transformation)를 요구하고 있다. 즉, 위 4가지 요소는 첫째, 주요 교육과정을 보완하
기 위한 역량, 둘째, 이들 역량을 기본적인 지식적･수리적인 측면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학, 셋째, 새로운 역량과 교육학을 전통적인 교육 보다 더 기본에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사용, 넷째, 교육과정, 교사, 평가, 리더쉽 등의 개혁 안건으로 서로 밀
접한 관련성을 갖도록 종합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CISCO(2009)에서 발표한 “21세기 학습
사회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다(CISCO, 2009: 34).

2) 해외의 ICT 융합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축 사례
ICT를 융합한 디지털생태계 구축의 다른 사례를 본다면, 미국의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2009년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지구적 도전과제와 미래사회 변화 동인에 대한 자체 연구 보고서
<Global Future Studies and Research>를 발표했다. The Millennium Project(2009)에 따르면,
날로 발전하는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융･복합은 세계화와 민주화, 경제성장,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로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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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기술로 인해 삶의 모습과 패턴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The Millennium Project, 2009:
4). 또한, 보고서에서는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성이 강한 사회로 가면서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핵심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The Millennium Project, 2009: 5).
또한, OECD에서는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가 주체가 되어
“Schooling for Tomorrow Project”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사회에서의 학교의 역
할과 비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추세를 분석하는 도구를 통하여 미래의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
축을 통하여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CERI, 2006: 6). 특히,
15-20년 후의 미래를 위한 각 국의 교육정책을 미래사고 접근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
고, 결과물에는 6가지의 미래교육 시나리오, 추세 분석 도구, 5개국의 미래사고 적용 사례, 미래 사
고를 위한 방법론 성찰 등이 포함되었다(CERI, 2006: 29). 새로운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영국 교육
부에서는 Futurelab의 “Beyond Current Horizons”라는 프로젝트(2007)를 통해 20-30년 동안의
미래에 사회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였다(2007: 209).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20년 내외에 사회와 기술의 변화로 인
해 파생될 교육에서의 변화를 6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교육기관에
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Vision Mapper라는 웹기반 도구를 개발하였다
(2007: 15). 또한 미국 교육부는 The Center for Technology in Learning at SRI International을
지원함으로써 School 2.0이라는 웹사이트 툴킷을 만들어 냈다(계보경 외, 2011: 2). 그 목적은 미래
학교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세운 비전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살펴보는 데 있으며, 각 학교는 School 2.0에서 제시되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해당 학교의 필요에 따라 선택 또는 결합을 할 수 있다(계보경 외, 2011: 2).

3) 국내의 ICT 융합 디지털 학습생태계 연구 사례
국내에서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하여 각종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의 모습을 그리
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미래 사회에서의 교육 및 학교, 교실 등
과 관련하여 5년간 38종의 연구, 14종의 개발연구를 추진”하였다. 특히, 하이테크 학습사회, 학생들
을 위한 학생들의 첨단학교, 다양한 교육전문가 교사가 이끄는 학교, 위기의 공교육이라는 4가지 주
제에 초점을 맞추어 2018년도의 미래학교를 예측한 시나리오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계보
경 외, 2011: 115).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미래학교 모형에 대한 탐색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미래
시점을 크게 단기(5년 후), 중기(10-15년 후), 장기(15년 후)의 세 시점으로 구분하여 단기에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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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학교의 개선 모형을, 중기에서는 학교 유형을 다양화시키는 모형을, 장기에서는 평생학습체제
내의 학교 모형을 제시(이혜영, 2008: 151)”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물들은 유비쿼터스적인 학습
환경에 관한 연구, 이를 위한 지원 시스템 및 모델 개발 관련 연구,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방법에
관한 연구 등 주로 분야별 연구에 그치고 있어 미래교육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현재까지 축적된 개별적인 미래연구 성과물을 통합하여 미래학교의 모습을 가시화하기
위해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서 수행한 미래학교 연구에서는 기존에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진행되었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통
합하여 교육선진화를 위해 학교가 변화되어야 할 핵심 요인을 밝히고 이를 적용해봄으로써 바람직
한 미래학교의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4) 국내의 ICT 융합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축 사례(I)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ICT를 융합한 디지털생태계 구축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는 컴퓨
터가 소개된 1980년대 초기부터 ICT를 교육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1996년부터 국가
교육정보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5년 주기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으로 ICT를 융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왔다. 즉, 1단계(1996-2000)는 교사의 1인 1PC 보급과 모든 학교에 인
터넷을 보급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적 기반을 완성하는데 집중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2단계(2001-2005)는 보다 인터넷 속도를 높
이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급하였으며 공교육에 교육방송(EBS)과 사이버가정학습과 같
은 e-러닝 체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OECD 15세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률 조사에서 영국과 더불
어 2위를 차지했고, PISA 2003의 성취도 분석 결과 ICT를 활용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모든 영
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EBS와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효
과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81%의 교사 업무
처리 경감과 회계영역의 수기장부 폐지로 58개의 관련 서류를 11개로 축소하였다. 3단계
(2006-2010)는 교육에서 ICT활용이 일상화 되면서, 각종 교육정보(educational data)를 활용하여
사실기반(evidence-based)의 교육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기초학력미달학
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수준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처방-이력관리의 선순환적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4단계(2010~2014)는 ｢디지털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여 선순환적 정보생태계
(Digital ecology) 구축을 통한 창의적이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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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교육정보화종합발전계획 단계별 마스터플랜 발표자료(2009)

5) 국내의 ICT 융합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축 사례(II): 스마트교육
4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계획의 추진과 동시에 2010년부터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에서는 ICT와 융합한 생활의 혁명으로 스마트워크, 스마트헬스, 스마트교육, 스마트관광 등의 과제
를 준비하였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38)와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제를 ICT를 적용하여 해결하려 “스마트(SMART)교육 추진전략”을 2011년 6월 발표하였다.
추진전략에서 새로운 학습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SMART라는 5가지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첫
째, 전통적인 학교체제는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 속에서 제한된 내용의 서책형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 주도의 설명식 교육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확대되는 것이다. 교실이라는 물
리적 공간이 디지털교과서, 온라인수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박물관이나 지하철 등 교실 밖, 학교
밖, 이동하는 공간 등 어디서나 배움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특정 시간에 학교에
등교하여 하교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온라인 수업으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를 통해 언
제나 원할 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의 제한된 내용을 다루는 서책형교과서와 참
고서, 문제집 대신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풍부한 학습
자료에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넷째, 교육방법의 확장으로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 중심의의 수업과 3R(Read, wRite, aRithmetic; 읽기, 쓰기, 연산)을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에
38)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2009년 12월 출범하였다.
이후 스마트워크, 스마트교육, 빅데이터와 정부 등 국가정보화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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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교의 무선인터넷 환경의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의 내재화로 모든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는 교육환경이 구축돼 협력학습, 체험학습, 토론학습, 개별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
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되어 왔던 교사 주도의 교육방식을 극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인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재창조, 협력과 리더십, 융합적 사고, 소통, ICT소양
등을 기르를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교육과학기술부, 2011: 6)”이다.

[그림 Ⅴ-3]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11). 스마트교육추진전략 실행계획서. p.6.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스마트교육 추진의 방향은, 개인의 선호와 재능의 차이를 반영
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하였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의 방향은 “교
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평균 수준에 맞춘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고, 개인의 선호, 수준, 재능 등을
반영한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시간적 지체성을 갖는 서책형 교과
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적시적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며,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획일화된 교육 정책을 학생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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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스마트교육 추진 방향
출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대통령보고 슬라이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은 (1)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2)온라인수업 및 평가 활성화, (3)교
육콘텐츠의 안전한 공유･유통, (4)교원의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 (5)무선 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
팅 환경 구축 등 5대과제를 통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
회, 2011: 16).

6) ICT 융합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스마트교육을 중심으로 미래 디지털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은 교사와 학생의 수업 방법의 대변
혁을 주도할 수 있는 기제임은 틀림이 없다.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으
며, 애플과 같은 학교 밖 민간영역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를 실행할 수 있는 개인 단말기의 소유로 발생하는 역기능과 교사, 학부모, 보급자 등
이해 관계자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보급되어져야 할 것이고 교사와 학생의 서로 다른 요구 사항에 맞도록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해야할 것이다. 이미 온라인 수업은 보편화 되어 MIT의 OCW(Open CourseWare),
Khan Academy의 Coursera 등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서비스 등은 온라인 수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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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 이상의 성인학습과 평생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받
고 있다. 더욱이,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39)을 위한 필수 도구로 온라인 강의 서비스는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울산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하여 국내 몇몇 대학이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 영역에는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적 보완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온라인 평가도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의 신뢰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즉, 지난 정부에서 구축한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와 같은 국가 영어능력시험 시스템의 도입이 실패했던 것처
럼 온라인 평가에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디지털 학습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풍부한 교육콘텐츠는 개별화된 맞춤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인프라이다. 저작권을 포
함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하며 양질의 교육콘텐츠가 공유･유통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학습생태계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교원의 역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표 V-2>에서 제시한 것처럼 21세기 학습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표 Ⅴ-1> 21세기 학습자를 위한 역량, 교육과정, 교수･학습전략 분석
구분
학생역량

자기주도학습
1. 정보구성력, 비판적 사고력
2. 도구(ICT)와 자원활용능력

의사소통과 협력
1. 참여와 공유정신
2. 의사소통능력
3. 협력적 문제해결력

교육과정

- 통합교과/비교과
- 차시 중소활동~단원활동

교수학습
전략/모형

- 상호작용적 강의
- 상호작용적 강의
- 학습자중심과제(블로그에 포트 - 학습자중심과제(웹토론 및
폴리오 제작, 자원기반학습)
댓글달기, 공동보고서)
- 일상적 학습과 의사소통도구 - 일상적 학습과 의사소통도구

협력적 창의성
1. 창의적 사고력
2. 창의적 협력을 통한 창조능력
3. UCC 공유 및 창의적 활용능력

- 상호작용적 강의
- 학습자중심과제(디지털스토리
텔링, 공동작품 만들기)
- 일상적 학습과 의사소통 도구

출처: 김현진 외(2012). 스마트교육 교원 역량과 교원연수 프로그램. 96쪽 참고.

마지막으로, 물적인 인프라인 무선환경과 클라우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자기주도적이고 협력적
인 교수-학습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대규모 정보화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개인정보보호
39)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룰 교재의 내용을 미리 읽어보는 것이 권장되었으며 교재의 내용은 다음날 수업 시간에
다루어졌다. 수업 후, 학생들은 그들이 학습내용을 온전히 숙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숙제를 해야 했다. 이와 반대로 학생들은 수업에
앞서 수업내용을 교수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를 통해 학습하고, 교실수업에서는 실제적 과제를 연습하거나 문제풀이를 통해 지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 교수자는 문제풀이가 안되거나 과제 연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 따라서 역진행 수업 방식에는 개별화 수업, 프로
젝트 중심 학습 등과 같은 학습자 중심 활동 시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출처: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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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안 문제 등과 함께 면밀히 보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2: 9). 교육 관련하여 지난 정부와 유사한 기
조로 창의교육을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고용-경제
발전의 선순환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때 모든 산업에 ICT를 융합해야하고, 작은 아이디어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체제가 변화하여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시드니에서 개최된 글로벌교육지도자프로그램(GELP)에서 오레곤 대학의 Yong
Zhao는 직업중심의 교육(The Employment-Oriented Education) 패러다임이 기업가정신중심의
교육(Entrepreneur-Oriented Education)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함을 [그림 V-5]을 제시하며 역
설했다.

[그림 Ⅴ-5] 학교체제의 패러다임 전환
출처: Yong(2012). World Class Learners-Educating Creative and Entrepreneurial Students. pp.149-15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21세기 학습 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전통적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ICT를 융합한 디지털 학습생태계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1세기 학습사
회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ICT를 변화와 혁신의 기본 도구로 사
용해야만 학습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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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 부문 정책
고등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내는데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국가 및 연구자에 따라 competence, foundation skills, soft skills,
essential skills, generic skills, key competency, life skill, core competence 등 다양한 개념으
로 나타나고 있다(Jin & Lee, 2011). 이러한 개념들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시
점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다. 1970 초반 HRD 부분에서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역량 모델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OECD는 DeSeCo 프로젝트를 통
해 생애역량에 기반을 둔 역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00년대 이후에
는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개념으로서 보편적인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위 개념으로 교육단
계별 역량에 주목하게 된다.
이렇듯 20세기 후반부터 교육부문과 HRD 부문에서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인 맥락에
서 이를 개념화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적 수준
은 물론 개별 대학교육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역량 측정 및 평
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례로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
과 개별 대학 차원의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정부 수준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몇 가지 도전과제로 인해 대학교육에 관한 관심이 강화되었다. 그
첫 번째 배경은 IMD, WEF 등 국가 경쟁력에 대한 국제비교에서 그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요한 이유로 대학교육에 대한 경쟁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체로 연구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 BK21이나 NURI 사업과 같이
인력양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학의 교육적 성과나 교육 역량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적사업에 의존케 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적 성과
를 내는 노력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대안으로 교육부문의 두 가지 사
업이 대표적으로 추진되었다. 하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ACE)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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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역량강화사업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대학의 교육부문에 대하여 포뮬러펀딩 방식의 재정지원 사업
을 신설하였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의 교육력 제고라는 고등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지원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사업과 차별화 되었을 뿐 아니라 대학 자율화를 유도하는 재정지원 방
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갖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8년 첫해 64개교에 500억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80개교 내외 총 2,0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에는 사업 내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을 신설하여 이원화 하여 추진하였으니, 교육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전체 정부 재정지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원 대학을 대상으로 몇 가지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평가 시에는 대학의 설립, 지역, 규모 및 특성별로 9개로 유형화하여
실시하며 순위 결정은 교육지표 포뮬러를 적용한 결과가 높은 순서부터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교원 및 학생 역량 제고, 교육과정 개편,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및 전문대학까지 포한한다.
본 사업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역량은 핵심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역량의 개념
에 대해 대학의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하여 그것을 측정하는 핵심지표에 대한 비판의견이 많이 제기
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교육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
을 것이다.
핵심지표는 성과지표와 여건지표, 선진화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교육대학의 경우 임용고시 합격률을 성과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여건지표에는 교원확보율, 학사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교육투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등이 활용되며, 국공립대학과 교육대학은 정원대비 전임교원확보율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성회계의 건전성과 같은 선진화 지표도 활용하고 있다(교육부, 2013a).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 역량의 개념이 국가마다 달라 그 쓰임새에 따라 어떤 측면을 강조하
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어떤 맥락에서
효용이 있는지 명확하기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업에서 측정하는 역량이 모호한 점이 해결해
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정부에서는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교육의 선진 모델이 창출되어야 하며 대학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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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중점적으
로 지원하고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을 신설하였다.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선진형 학부교육 모델을 정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융합 시대에 적합한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인프라 확충
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ACE 사업에는 대학 내 조직 혁신, 질 관리, 교수 평가 개선까지를 포함하
고 있다.
ACE 사업은 2010년에 교육역량강화사업 내에 신설되어 총 300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2012년
에는 대학 당 평균 24억 원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의 유형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지
원하고 있으며,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에 300점,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에 700점으로 구성된 핵심지
표를 통해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표 Ⅴ-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지원 대학 선정 평가 지표
항목

평가 내용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외국인 교원 확보율
국제화

외국인 졸업생 비율
외국인 학생의 TOPIK 4등급 이상 비율(신규)
교원 확보율

기본 교육여건 및 성과(500점)

학점관리 현황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운영

소규모 강좌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
장학금 지급률
학생 교육 투자(신규)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
대입전형

학부 교육
특성화 역량
(200점)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100점)
특성화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100점)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 과정
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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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 내용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교수-학습 지원 체계 활성화
교육의 질관리(평가, 환류) 체계
계획 수립의 적절성

학부교육 선진화 목표 및 계획(80점)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확산 및 지속 가능성
교양 교육과정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선진화 계획(110점)

전공 교육과정
비정규 교육 과정
학생선발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교육지원 시스템 선진화 계획(110점)

교수 학습 지원 체계 활성화
교육의 질관리(평가, 환류) 체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재구성.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에는 기본 교육여건 및 성과(500)와 학부 교육 특성화 역량(200점)을 평가
하는 하위지표들이 포함되며, 선진화 계획 부문에는 학부교육 선진화 목표 및 계획(80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선진화 계획(110점), 교육지원 시스템 선진화 계획(110점)을 평가하는 하위 지표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위의 <표 Ⅴ-2>과 같다.

나. 대학 차원의 혁신 사례
대학차원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대학 전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졸업인증제와 개별대학의 교육과정 및 방법의 혁신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졸업인증제는 대학교육을 통해 대학이 정한 기준을 성취한 학생에게 그 성과에 대한 인증을 부여
하여 졸업의 요건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권장사항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유
동성 있게 도입･활용하고 있으며 인증의 내용은 대학교육을 통해 기본적으로 길러져야 한다고 인정
되는 기초 직무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보장을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성균관대학교의 인성품(사회봉사), 국제품(외국어), 정보품(정보화)로 이루어
진 3품제를 시작으로 많은 대학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주로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영어능력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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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역량을 측정하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신태진, 2011). 수도권 주요 대학
들이 졸업인증제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소재 대학들 중 졸업인증제를 도입한 대학 역시 외국어 인증과 정보 인증에 초점을 두고 있
으나 특색 있는 인증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강원대학교는 독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도
사를 읽고 활동점수를 획득하는 독서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경북대는 글쓰기, 논리와 비판적사
고, 독서로 세상보기 및 실용화법 중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하거나 글쓰기 관련 당선 실적 등을 평가
하는 글쓰기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컴퓨터 활용능력, 글쓰기 및 말하기 능력과 리더십 능력을 평
가하는 영남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인증도 특색 있는 사례가 될 것이며, KAIST의 봉사
인증도 특성화 된 졸업인증제로 소개할 수 있다(신태진, 2011:153-156).
<표 Ⅴ-3> 수도권 주요대학의 졸업인증제 주요 내용
대학명

졸업인증제 주요 내용

경희대

◦토익점수, 리더십영역 이수, 사회봉사활동, 작문 등 포함

고려대

◦외국어 인증 / 한자 인증

서강대

◦외국어 인증 / 서강6과 수행능력인증제

성균관대

◦국제품(외국어) / 정보품(정보활용능력) / 인성품(인성 및 사회봉사)

숙명여대

◦외국어 인증 / 정보인증

연세대
이화여대

◦외국어 인증
◦외국어 인증 / 정보인증

중앙대

◦외국어 인증

한양대

◦외국어 인증 / 한양실무능력품성인증제

출처: 신태진(2011). 한국 대학들의 졸업인증제도의 행정적 발전 방안. pp.151-153 참조 후 재구성.

역량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개별대학의 혁신사례로는 한동대학교 사례가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한
동대는 1995년 개교 이후 글로벌화와 참된 인간성, 창조성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동대학교의 교양교육목표는 전인적 인성 개발, 각 학문 영역별 균형 잡힌 시각 형성, 전공 학습
을 위한 지적 기반 조성,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리더 양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 학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이 학부의 교육과정은 신
앙 및 세계관, 인성 및 리더십, 기초 학문, 외국어, 전공기초 등 5개로 구성된다. 신앙 및 세계관 영
역에서는 채플 이외에 9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성 및 리더십 영역에서는 사회봉사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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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독서를 필수로 하고, 공동체 리더십 훈련을 매주 1시간의 근로의무활동으로 하고 있다. 기초학문
영역에서는 인문, 역사, 사회, 수학, 자연, 예술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전공기초 및 외국어
영역 중 전공기초는 무전공, 무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어 강좌
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영역을 위해서는 실무영어, 실무전산, 실무 한문, 실무 한국어
등을 개설하여 전교생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김종록, 2008).
한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NCS)에 맞추어 교육과정 개설 운영의
혁신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
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40) 개발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14년까지 산업체의 모든 직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보완을
완료하고자 한다(교육부, 2013c). 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학습모듈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 자격제도 개편’ 과정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교육부･고용부) 및 관련 기관(산업인력공단･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 준비 중에 있다(교육부, 2013b).
이와 관련해 울산과학대학은 전문대학으로서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역량중심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즉,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10년부터 NCS(국가직
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의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산업체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디지털기계학부 3개 과정, 전기전자학부 5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발했으며, 2011년에는 전 학부(과) 가운데 24개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발했
다(한국대학신문, 2013.5.26.). 2012년 3년제로 전환한 기계･전기 계열의 2개 학부 6개 과정과 1개
학과도 NCS 기반 제작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했다(한국대학신문, 2013.5.26.). 또 같은 해 3년제
2개 학부 5개 과정을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정하는 등 끊임없이 산업체와의 피드백을 통해 교
육과정 개발과 수정 작업을 거듭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13.5.26.).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학생의 관련 전공분야
의 역량 극대화이다. NCS를 도입한 교육과정에 의해 졸업 시 획득해야할 역량과 이 이후에 기대되
는 잠재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며 이로 인해 교육내용 또한 구체화 되었다. 둘째,
NCS 도입 후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미래설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특징적이며, 교육과정 이수 후 성과에 대한 최종점검이라 할 수 있는 종합설계 교과목의 수행
40)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의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한 것을 의미함. 이는 교육 훈련 및 자격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격 취득자의 고용가능성 향상,
일-교육･훈련-자격 간 연계를 통한 중복투자 문제 해소, 일 중심의 평생학습과 자격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http://www.ncs.or.kr/contents/defineKSS.jsp?mCode=CONT001 참조. 최종 방문일자: 2013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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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셋째, 사회요구(social need)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강화할 수 있다. 울산
과학대학은 NCS를 기반 교육과정 개편의 정확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이 현장에 진
출하여 역량을 발휘해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과학대학은 교육과정이 기
대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 성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기업의 평가를 중요
하게 반영하고자 한다(한국대학신문, 2013.5.26).

KEDI 129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Ⅵ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학습생태계 분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종합
3.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4. 소결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교육
교육및및혁신적
혁신적학습생태계
학습생태계 구축(
구축(Ⅰ))
미래미래
인재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Ⅰ

Ⅵ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학습생태계 분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가.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우선 우리나라 맥락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맥락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이
유를 세 가지 내외로 간략히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평생 학습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기에’, ‘지식과 정보의 습득보다는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교육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해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 ‘융복합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
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화에 따라 시민의식,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에서 확장된
역량이 요구되므로’, ‘추격자(fast-follower)에서 선도자(first-mover)로 도약하는 등 우리나라 기
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창의 인재가 필요하기에’,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 교
육에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남북 분단과 이념적 대립, 지역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존재하므로 사회의 통합을 위한 역량에 대한 교육적 노력이 절실하므로’
등의 의견이 있었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응답을 구조화한 내용이 우리나라 맥락에서 21세기 핵
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로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5점 척도 상(1: 전혀 중요하지 않음,
5: 매우 중요함)에 표기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지식과 정보의 습득보다는 활용이 중요하게 되
어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교육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4.27)’라는 이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해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4.13)’, ‘평생 학습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기에(4.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1] 참조).
정리하면, 우리나라 맥락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지식과 정보의 습
득보다는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교육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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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해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고, 평생 학습하고 일
하며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림 Ⅵ-1] 우리나라 맥락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나. 21세기에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
다음으로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을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
역에 따라 다섯 가지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글로벌
시민의식’,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 능
력’, ‘인성 함양’,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자기 주도성’, ‘창의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ICT
활용 능력’이라는 열한 가지 핵심역량이 선정되었다.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별개의
핵심역량을 설정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은 동일하였다. 다만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순서에서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표
Ⅵ-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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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
초･중등교육 영역
순위

내용

대학교육 영역
순위

내용

1

협업능력 ･ 대인관계능력

1

ICT 활용 능력

2

의사소통능력 ･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2

협업능력 ･ 대인관계능력

3

자기 주도성

3

의사소통능력 ･ 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4

창의력

4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5

ICT 활용 능력

5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6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6

창의력

7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7

자기 주도성

8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8

글로벌 시민의식

9

비판적 사고력

9

비판적 사고력

10

글로벌 시민의식

10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11

인성 함양

11

인성 함양

위의 결과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핵심역량을 선정한 이유 및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
답 분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해당 역량들이 신장되었다
는 전제 하에 고등교육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역량을 선정한 것이다. 둘째, 같은 역량
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육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초･중등교육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질적으로 다른
수준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단계의 특성 상 그 시기에 특히 중요한 역량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핵심역량들을 어떤 범주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범주에 따라 핵심역량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 OECD DeSeCo 프로젝트와 ATC21S 프로
젝트에서의 구분을 참고하여 기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응답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대부분 ATC21S 프로젝트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범주화
하였으며,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인성 함양’과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은 공동연
구진 내부의 협의를 거쳐 다시 범주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타당한지 2차 전문가 델파
이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핵심역량들을 범
주에 따라 구분하여 각 핵심역량이 해당 범주의 구성요소로서 타당한지의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타당하지 않음, 5: 매우 타당함) 상에서 평정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각 핵심역량이 해당 범주의
구성요소로서의 타당도는 중앙값인 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인성 함양’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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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인성 함양(예: 공감, 도전 정신)’을 함께 표
기하게 되었다. 또, 범주명 ‘직무(학습)방식’은 ‘직무수행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그래
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Ⅵ-2]와 같다.

[그림 Ⅵ-2] 범주별 핵심역량의 타당도

정리하면, 21세기 우리나라에서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을 크게 ‘사고방식(Ways of Thinking)’,
‘직무수행방식(Ways of Working)’, ‘사회생활방식(Ways of living in the world)’의 세 가지 범주
로 구분하였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자기 주도성은 사고방식 범주
에 속하며,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은 직무
수행방식 범주에 속하고,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은 사
회생활방식 범주에 속한다.
다음 [그림 Ⅵ-3]와 [그림 Ⅵ-4]은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핵심역량에 대해 초･중･고교 그
리고 대학 교육에서의 중요도와 현재 교육의 수준을 5점 척도(1: 매우 낮음, 5: 매우 높음) 상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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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핵심역량 교육의 현재 수준(초･중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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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핵심역량 교육의 현재 수준(대학)

전반적으로 핵심역량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비해 핵심역량 교육의 현재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2>, <표 Ⅵ-3> 참조). 특히 핵심역
량 중 ICT 활용 능력의 경우, 다른 역량들에 비해 중요도 수준이 낮지만 현재 ICT 활용 능력 교육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순히 ICT 활용 능력이 역량으로서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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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ICT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Ⅵ-2> 핵심역량 중요도와 교육 수준 간 차이 검증 결과(초중고교)
구분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자기 주도성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인성 함양(예: 공감, 도전 정신)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60

4.60

.55

교육 수준

60

2.65

1.17

중요도

60

4.23

.73

교육 수준

60

2.70

1.05

중요도

60

4.50

.59

교육 수준

60

2.90

1.03

중요도

60

4.55

.59

교육 수준

60

2.65

1.12

중요도

60

4.52

.62

교육 수준

60

2.70

1.12

중요도

60

3.82

.70

교육 수준

60

3.45

.67

중요도

60

4.60

.55

교육 수준

60

2.67

1.11

중요도

60

4.07

.79

교육 수준

60

2.58

.94

중요도

60

4.37

.63

교육 수준

60

2.70

1.08

중요도

60

4.53

.53

교육 수준

60

2.70

1.08

중요도

60

4.57

.53

교육 수준

60

2.78

1.05

t
12.11***
9.52***
10.30***
11.89***
10.83***
3.20**
11.71***
9.62***
10.55***
11.30***
11.76***
***p<.001, **p<.01

<표 Ⅵ-2>에서 보듯이, 초･중고교 수준에서 창의력 요인은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4.6인 반
면 현재의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은 2.65로서 인식의 격차가 1.95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협업능력･
대인관계능력 요인이 중요도와 현재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 간 차이가 1.93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초･중등교육의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창의력 제고와 협업능력･
대인관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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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핵심역량 중요도와 교육 수준 간 차이 검증 결과(대학)
구분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자기 주도성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인성 함양(예: 공감, 도전 정신)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60

4.63

.48

교육 수준

60

3.15

.99

중요도

60

4.61

.58

교육 수준

60

3.37

1.02

중요도

60

4.71

.49

교육 수준

60

3.36

.99

중요도

60

4.56

.64

교육 수준

60

3.32

.98

중요도

60

4.60

.58

교육 수준

60

3.07

1.05

중요도

60

3.95

.74

교육 수준

60

3.60

.61

중요도

60

4.68

.56

교육 수준

60

3.10

.99

중요도

60

4.38

.69

교육 수준

60

3.12

.95

중요도

60

4.65

.60

교육 수준

60

3.20

.96

중요도

60

4.60

.58

교육 수준

60

2.87

1.06

중요도

60

4.37

.71

교육 수준

60

2.87

.94

t
11.26***

8.00***

9.54***

9.16***

10.44***

3.21**

10.81***

8.81***

10.89***

10.83***

10.48***
***p<.001, **p<.01

<표 Ⅵ-3>을 보면, 대학 수준에서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역량이 중요한 정도가 4.6인 반면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에 대한 인식은 2.87로서 인식의 격차가 1.73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요인이 중요도와 현재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 간 차이가 1.58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학교육의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와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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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평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기술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응답
을 크게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먼저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
정･교육방법･교육평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
급되었다.

1)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문제점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 교육과정 측면에서 해결해
야 하는 문제점으로 ‘단편적인 지식 습득 위주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교육내용 및 추상적으로 기술된
교육목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교과 위주로 교육과정 편성’, ‘국영수 등 특정교과에의 편중 및
문과와 이과의 구별’ 순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대학교육내용과
취업과의 연계 약함’, ‘전공 위주로 강좌 개설 및 운영’, ‘실용학문 중심의 폐쇄성(인문학 등 교양 교
육의 경시)’ 순으로 언급되었다(<표 Ⅵ-4>참조).
<표 Ⅵ-4>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내용) 측면에서의 문제점
초･중등교육 영역
내용

대학교육 영역
빈도(회)

내용

빈도(회)

단편적인 지식 습득 위주의 실생활과 동떨어
진 교육내용 및 추상적으로 기술된 교육목표

14

대학교육내용과 취업과의 연계 약함
- 학문 중심의 내용 과다
- 실습보다 이론 교육 위주의 내용

9

교과 위주로 교육과정 편성

6

전공 위주로 강좌 개설 및 운영

9

국영수 등 특정교과에의 편중 및 문과와 이
과의 구별

5

실용학문 중심의 폐쇄성
(인문학 등 교양교육의 경시)

5

2)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문제점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 교육방법 측면에서 해결해
야 하는 문제점으로 ‘강의식･암기식 위주의 교수학습법’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획일적이고 표준
적인 교과서 진도 나가기’, ‘문제풀이식 교육’ 순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문제
점으로 ‘교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산학 협력 교육의 미비’ 순으로 언급되었다(<표 Ⅵ-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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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문제점
초･중등교육 영역
내용

대학교육 영역
빈도(회)

강의식･암기식 위주의 교수학습법

12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교과서 진도 나가기

3

문제풀이식 교육

3

내용

빈도(회)

교수 주도의 강의식 수업

9

산학 협력 교육의 미비

8

3)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문제점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 교육평가 측면에서 해결해
야 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지선다형･단답형 객관식 위주의 평가’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일면적인 기준에 의한 성적 위주의 학생 평가’, ‘인지적 역량 위주의 지필 평가’, ‘과정 평가가 결여
된 결과 중심 평가’ 순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상대평가에 따른 학
점별 비율 할당’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시험 위주의 단편적 지식 평가’, ‘과정 평가가 결여된 결
과 중심 평가’, ‘개별 위주로 학습능력 평가’ 순으로 언급되었다(<표 Ⅵ-6> 참조).
<표 Ⅵ-6>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문제점
초･중등교육 영역
내용

대학교육 영역
빈도(회)

내용

빈도(회)

사지선다형･단답형 객관식 위주의 평가

9

상대평가에 따른 학점별 비율 할당

10

일면적인 기준에 의한 성적 위주의 학생 평가

6

시험 위주의 단편적 지식 평가

5

인지적 역량 위주의 지필 평가

6

과정 평가가 결여된 결과 중심 평가

5

과정 평가가 결여된 결과 중심 평가

2

개별 위주로 학습능력 평가

2

라.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
1) 초･중등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평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였고,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구조화한 1차 응답 내용을 빈도순으로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숫자로 기입할 수 있게 하였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표 Ⅵ-7>에 제시하였는데, 참고로
가중합은 ‘1순위 빈도×3 + 2순위 빈도×2 + 3순위 빈도×1’로 계산한 값이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초･중등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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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음과 같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가중합 130)’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지역사회와
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내용 구성(가중합 68)’,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가중합 67)’, ‘교과 교육내용의 최소필수화(가중합 62)’, ‘전문 직업교
육프로그램 활성화(가중합 15)’, ‘예체능 활동 시간의 확대(가중합 15)’ 순으로 선호되었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체
험학습 활성화(가중합 139)’가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역량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사 연수(가
중합 98)’, ‘학습자 주도 학습 강조(가중합 86)’, ‘ICT 및 미디어 활용 활성화(가중합 25)’, ‘관련기관
과의 연계(가중합 12)’ 순으로 선호되었다.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방면의 전인적 평가 확대(가중합 77)’가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역량 평
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가중합 74)’,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가중합 61)’, ‘관찰을 통한 질
적 평가 확대(가중합 46)’, ‘준거지향평가의 확대(가중합 44)‘, ’평가 주체의 다양화: 자가 평가 및 동
료, 학부모의 평가 반영(가중합 31)’,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 강화(가중합 27)’ 순으로 선호되었다.
<표 Ⅵ-7>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초･중등)
초･중등교육 영역

교육
과정

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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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합

순위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교과 중심 접근/범 교과 접근)

130

1

②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내용 구성

68

2

③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67

3

④ 교과 교육내용의 최소필수화(minimum essentials)

62

4

⑤ 전문 직업교육프로그램 활성화

15

5

⑥ 예체능 활동 시간의 확대

15

5

①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협동학습 활성화

139

1

② 역량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사 연수

98

2

③ 학습자 주도 학습 강조

86

3

④ ICT 및 미디어 활용 활성화

25

4

⑤ 관련기관과의 연계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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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영역

교육
평가

가중합

순위

① 다방면의 전인적 평가 확대

77

1

② 관찰을 통한 질적 평가 확대

46

4

③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74

2

④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 강화

27

7

⑤ 평가 주체의 다양화 : 자가 평가 및 동료, 학부모의 평가 반영

31

6

⑥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의 확대

44

5

⑦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61

3

이상 초･중등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평가 측면에서의 각각 3순위씩 개선방안 9개에 대해,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평가의 구분 없이 우선순위를 숫자로 기입할 수 있
게 하였는데 그 결과는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생태계 구축’ 절에서 기술하였다.

2) 대학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평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마찬가지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였고,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구조화한 1차 응답 내용을 빈도순으로 제시하고 우선
순위를 숫자로 기입할 수 있게 하였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표 Ⅵ-8>에 제시하였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하여 대학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가중합 137)’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인문학 등 교양교육 강화(가중합 76)’, ‘이론적 기초와 실습의 균형(가중합 52)’,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편(가중합 43)’, ‘관련기관과의 교육내용 연계(가중합
31)’, ‘글로벌 경험의 확대를 위한 해외연수 및 봉사활동 지원(가중합 18)’ 순으로 선호되었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하여 대학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가중합
121)’가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관련 연구 및 교수 교육(가중
합 101)’, ‘핵심역량 관련 전문가 활용(가중합 84)’, ‘진로 관련 개별 상담 및 멘토링(가중합 33)’, ‘온
오프라인 교육의 적절한 배분 및 활용･스마트 캠퍼스 구축(가중합 21)’ 순으로 선호되었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하여 대학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점이 아니라 질적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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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가중합 81)’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가중합 67)’, ‘평가
주체의 다양화: 교수 외에 현장 실무자 또는 전문가/동료의 평가 반영(가중합 47)’, ‘국가직무능력표
준을 기반으로 대학에서 성취해야 할 역량과 그 수준을 합의하여 평가(가중합 46)’, ‘집단 단위 평가
활성화(가중합 6)’ 순으로 선호되었다.
<표 Ⅵ-8>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대학)
대학교육 영역
가중합

순위

137

1

43

4

31

5

18

6

76

2

⑥ 이론적 기초와 실습의 균형

52

3

①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

121

1

84

3

101

2

21

5

⑤ 진로 관련 개별 상담 및 멘토링

33

4

① 상대평가 제도의 완화

42

6

②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68

2

81

1

47

4

67

3

⑥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대학에서 성취해야 할 역량과 그 수준을 합의하여 평가

46

5

⑦ 집단 단위 평가 활성화

6

7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교과목에 역량 강화내용 포함/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제공)
②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편
교
육 ③ 관련기관과의 교육내용 연계
과 ④ 글로벌 경험의 확대를 위한 해외연수 및 봉사활동 지원
정
⑤ 인문학 등 교양교육 강화

교 ② 핵심역량 관련 전문가 활용(산학연계를 포함하며 관련기관과의 연계)
육
③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관련 연구 및 교수 교육
방
법 ④ 온오프라인 교육의 적절한 배분 및 활용･스마트 캠퍼스 구축

교 ③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점이 아니라 질적 피드백으로 제공
육
④ 평가 주체의 다양화: 교수 외에 현장 실무자 또는 전문가/동료의 평가 반영
평
가 ⑤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상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리한 대학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
평가 측면에서 각각 3순위씩 9개의 개선방안에 대해,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교육과정･교육방
법･교육평가의 구분 없이 우선순위를 숫자로 기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결과는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생태계 구축’ 절에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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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 기반 교육과정 구성방향 및 방안
특히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교육과정 개선방안으로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개별 교과에 핵심역량 교육을 포함하
는 ‘교과 중심 접근’과 교과 통합적으로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범 교과 접근’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핵심역량 교육 상황에 어떠한 접근이 더 적절한지
와 이유 및 구체적인 방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교과 중심 접근과 범 교과 접근을 병행
하는 ‘종합적 접근(이하 병행적 접근)’이 우리나라에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응답자의 8%는 교과 중심 접근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4%는 범 교과 접근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Ⅵ-5]와 같다.

[그림 Ⅵ-5]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방향

병행적 접근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 이유는 범 교과 접근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근거로 현재 교육과정 구성이 교과 중심 접근이고 교사양성 체제 역시 교과 중심이며,
범 교과 접근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함으로 인한 부실 교육 우려를 언급하였다. 그 결과, 병
행적 접근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범 교과 접근이라고 하는 총론적 성격과 교과 중심 접근이라고
하는 각론적 성격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핵심역량에 따라 개별 교과에서
다루는 게 더 적합한 경우가 있고, 범 교과 접근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범 교과 접근이 더 적절하다고 한 입장에서는 주된 이유로 실제 세계는 맥락적인 통합을 바
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과 구분을 줄이고 보다 실제에 가까운 교육 환
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과 중심 접근이 더 적절하다고 한 응답자는 교원수급, 교
사이해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있는 접근방법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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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의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
하도록 하였고,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척도 상(1: 전혀 중요하지 않음, 5: 매우 중요함)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그림 Ⅵ-6] 참조).

[그림 Ⅵ-6] 역량 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안 중요도

정리하자면,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직 교원 연수 및
교원 양성 체계의 점진적 개편(4.45)’이 가장 중요하며, ‘수능을 포함한 평가체계 개편(4.38)’, ‘학교
내외 교육의 연계 강화(4.1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생태계 구축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맥락에서 볼 때 제시된 학습생태계 모형의 각 영역에서 강
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고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각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
견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정규학습과 기존교육기관(1영역)의 개선이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표 Ⅵ-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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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9> 학습생태계 모형에서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의견
구분

기존교육기관의 정규학습(1영역)의 개선

응답 세부 내용
∙ 1 영역을 중심으로 2,3,4 영역이 보완되어야 한다.
∙ 정규학습에서의 개선이 강화되어야 한다.
∙ 정규학습과 기존 교육기관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기존 교육기관의 정규학습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 기존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정규학습을 강화시켜야 한다.
∙ 정규학습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 강화

∙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을 융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 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정규학습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규교육기관 강화

∙ 신규교육기관 모형이 강화되어야 한다.
∙ 신규교육기관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규학습(1영역, 3영역) 강화 우선

∙ 1영역과 3영역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규학습과 신규교육기관 (3영역) 강화 우선

∙ 정규학습 신규교육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학습과 기존교육기관(2영역)의 강화 우선

∙ 비정규학습 영역의 보완이 시급하다.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학습과 신규교육기관(4영역) 강화 우선

∙ 비정규학습이 정규학습에 대한 보완적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
다임을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각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신규교육
기관 발굴 및 육성’,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제 직업 환경에서 활
동 중심의 교육 제공’,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도자를 교사로 활용’, ‘방송(EBS) 및 온라인 학습과 정
규학습과의 연계 확대’, ‘비정규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 필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기부의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1) 정규학습과 기존교육기관을 개선하는 방안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정규학습과 기존교육기관(1영역)의 개
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앞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정리된 교육과정･교육방
법･교육평가 측면에서 각각 상위 3순위씩 9개의 개선방안으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으며, 이때 초･
중등 교육 영역과 대학 교육 영역은 구분되었다.
그 결과,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기존교육기관의 정규학습(1영역) 개선 방안으로 초･중등교육
영역에서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88)’이 가장 선호되었고, 두 번째는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협동학습 활성화(66)’, 그 다음으로 ‘역량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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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등이었다([그림 Ⅵ-7] 참조).
반면에 대학교육 영역에서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78)’, ‘인문학 등 교양교육 강화(60)’,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5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Ⅵ-8] 참조).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교과
중심 접근/범 교과 접근)
150
120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내용 구성

90 88
60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39

30
27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콘텐츠 개발

40

160
21
16

66

47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협동학습

다방면의 전인적 평가 확대

활성화
역량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및

학습자 주도 학습 강조

교사 연수

[그림 Ⅵ-7] 기존교육기관의 정규학습(1영역) 개선 방안 선호도(초･중등)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교과목에 역량 강화내용
포함/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제공)
150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120

인문학 등 교양교육 강화

90
60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78
60

30
18
23
0
25
35

이론적 기초와 실습의 균형
24

40

57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점이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아니라 질적 피드백으로 제공

활성화

핵심역량 관련 전문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

활용(산학연계를 포함하며

학습방법 관련 연구 및 교수자

관련기관과의 연계)

교육

[그림 Ⅵ-8] 기존교육기관의 정규학습(1영역) 개선 방안 선호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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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을 연계하는 방안
또한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134)’이 가장 선호되었고, ‘질적으로 우수한 신규교육기관 발굴
및 육성(61)’, ‘실제 직업 환경에서 활동 중심의 교육 제공(50)’, 등의 순이었다([그림 Ⅵ-9] 참조).

질적으로 우수한
신규교육기관 발굴 및 육성
150
120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90

교육 기부의 활성화

60

134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61

40 30
40
비정규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0
10

25

50

실제 직업 환경에서 활동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 필요

중심의 교육 제공

방송(EBS) 및 온라인 학습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도자를

정규학습과의 연계 확대

교사로 활용

[그림 Ⅵ-9]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를 위한 방안 선호도

바. 정책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다음은 정책영역별(교육 제도, 교수 인력, 학력자격제도, 교육 인프라, 교육 재정, 교육 거버넌스)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정책영역별로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기술할 수 있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 제도 영역에서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으로 ‘정규학습 영역의 경계 완
화’, ‘학제의 유연성 확보’, ‘학교와 일터의 호환성 확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 등의 의
견이 있었고, 교수 인력 영역에서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으로 ‘교대나 사범대 인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 확대’, ‘교수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
요’, ‘교원 일인당 학생 수 축소’, ‘교수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조치’, ‘외부 학습자원과의 연계협
력을 위한 코디네이터 활용’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학력자격제도 영역에서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
안으로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학력인정제도 정비’, ‘국가가 독점하여 학

KEDI 149

Ⅵ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학습생태계 분석

력 및 자격을 인증하는 체계 완화’,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및 호환성 강화’, ‘국가직무능력 기준 전문
학위제 실시’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교육 인프라 영역에서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으로 ‘지역사회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용’, ‘ICT를 활용한 도구적 인프라 확충’,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질
관리’, ‘개인 연구실, 프로젝트 작업 공간 등 학습 환경 개선’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교육 재정 영역
에서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 재정 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
금 개발’, ‘학습자의 미래고용주로부터 지원 확보’,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복지 관련 비용은 교육부
가 아닌 타 부처에서 전담’ 등의 의견이 있었고, 교육 거버넌스 영역에서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
으로 ‘정규학교-지역사회-기업-민간교육기관 간의 연계 협력 강화’, ‘단위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
참여 제도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체
계 형성’ 등의 의견이 있었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구조화한 1차 응답 내용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숫자로 기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 Ⅵ-13>에 제시하였다.
<표 Ⅵ-10> 교육정책 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조사 결과

교육
제도

교수
인력

학력
자격
제도

교육
인프라

150

가중합

순위

① 정규학습 영역의 경계 완화

93

3

② 학제의 유연성 확보

95

2

③ 학교와 일터의 호환성 확대

64

4

④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

108

1

① 교대나 사범대 인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 확대

111

1

② 교수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104

2

③ 교원 일인당 학생 수 축소

68

3

④ 교수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조치

12

5

⑤ 외부 학습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코디네이터 활용

64

4

①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학력인정제도 정비

114

1

② 국가가 독점하여 학력 및 자격을 인증하는 체계 완화

83

3

③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및 호환성 강화

113

2

④ 국가직무능력 기준 전문학위제 실시

44

4

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용

118

1

② ICT를 활용한 도구적 인프라 확충

73

3

③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질 관리

108

2

④ 개인 연구실, 프로젝트 작업 공간 등 학습 환경 개선

5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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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

교육
거버
넌스

가중합

순위

① OECD평균 수준으로 교육 재정 확대

153

1

②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금 개발

106

3

③ 학습자의 미래고용주로부터의 지원 확보

64

6

④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복지 관련 비용은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전담

33

8

① 정규학교 - 지역사회 - 기업 - 민간교육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

141

2

② 단위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 참여 제도화

81

5

③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52

7

④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체계 형성

82

4

1) 교육제도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교육제도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가중합 108)’가 가장 선호되었고, ‘학제의
유연성 확보(가중합 95)’, ‘정규학습 영역의 경계 완화(가중합 93)’, ‘학교와 일터의 호환성 확대(가
중합 64)’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Ⅵ-10] 참조).

① 정규학습 영역의 경계 완화
150

120
93
90

60

30

④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

108

0

95

② 학제의 유연성 확보

64

③ 학교와 일터의 호환성 확대

[그림 Ⅵ-10] 교육제도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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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인력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교수인력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대나 사범대 인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
할 수 있는 길 확대(가중합 111)’가 가장 선호되었고, ‘교수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가중합
104)’, ‘교원 일인당 학생 수 축소(가중합 68)’, ‘외부 학습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코디네이터 활
용(가중합 64)’, ‘교수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조치(가중합 1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11] 참조).

① 교대나 사범대 인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 확대
150
120 111

90
60

⑤ 외부 학습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② 교수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코디네이터 활용
64

104

30

0
12

68

④ 교수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조치

③ 교원 일인당 학생 수 축소

[그림 Ⅵ-11] 교수인력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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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자격제도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학력자격제도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학력인정제도 정비(가
중합 114)’가 가장 선호되었고,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및 호환성 강화(가중합 113)’, ‘국가가 독점하여
학력 및 자격을 인증하는 체계 완화(가중합 83)’, ‘국가직무능력 기준 전문학위제 실시(가중합 44)’
순으로 선호되었다([그림 Ⅵ-12] 참조).

①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학력인정제도 정비
150

120 114

90

60

30

④ 국가직무능력 기준 전문학위제 실시

44

0

83

② 국가가 독점하여 학력 및 자격을 인증하는
체계 완화

113

③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및 호환성 강화

[그림 Ⅵ-12] 학력자격제도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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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인프라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교육인프라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용(가중합 118)’이 가장 선호되었
고,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질 관리(가중합 108)’, ‘ICT를 활용한 도구적 인프라 확충(가중합 73)’,
‘개인 연구실, 프로젝트 작업 공간 등 학습환경 개선(가중합 57)’ 순으로 선호되었다([그림 Ⅵ-13]
참조).

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용
150
118
120

90

60

30
④ 개인 연구실, 프로젝트 작업 공간 등 학습
환경 개선

57

0

73

② ICT를 활용한 도구적 인프라 확충

108

③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질 관리

[그림 Ⅵ-13] 교육인프라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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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재정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교육재정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재정 확대(가중합 153)’가 가장 선호되었고, ‘다
양한 유형의 교육기금 개발(가중합 106)’, ‘학습자의 미래고용주로부터의 지원 확보(가중합 64)’, ‘급
식비를 포함한 교육복지 관련 비용은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전담(가중합 33)’ 순으로 선호되었
다([그림 Ⅵ-14] 참조).

① OECD평균 수준으로 교육 재정 확대
150
120
90
60
30
④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복지 관련 비용은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전담

33

0

106

②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금 개발

64

③ 학습자의 미래고용주로부터의 지원 확보

[그림 Ⅵ-14] 교육재정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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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거버넌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교육거버넌스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규학교-지역사회-기업-민간교육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가중합
141)’가 가장 선호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체계 형성(가중합 82)’, ‘단
위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 참여 제도화(가중합 81)’,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가중합 52)’
순으로 선호되었다([그림 Ⅵ-15] 참조).

① 정규학교 - 지역사회 - 기업 민간교육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
150 141

120

90

60

30
④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체계 형성

82

0

81

② 단위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 참여 제도화

52

③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그림 Ⅵ-15] 교육거버넌스 영역에서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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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책대상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다음은 정책대상별(학령기 학생, 청년층, 여성, 취약계층, 일반 성인, 고령자 등) 세부 학습생태
계 구축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정책대상별로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기술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령기 학생 대상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으로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제공’,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 제
공’ 등의 의견이 있었고, 청년층 대상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으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학점인정제, 자격인정제의 활성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업 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 제공’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여성 대상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여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력단절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
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제공’, ‘육아휴직, 자녀 돌봄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 등의 의견
이 있었다. 그리고 취약 계층 대상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으로 ‘취업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
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의 교육 제공’,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교육 활용’,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
으로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평생교육소득환급제, 학습휴가제
등의 제도 구축’, ‘취업 및 문화인 육성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제공’, ‘재능기부를 통한 성인학습자공동체 구축’, ‘지역사
회 도서관, 학교 등을 교육기관으로 활용’ 등의 의견이 있었고, 고령자 대상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젊은 세대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
누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ICT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을 활용’ 등의 의견이 있었다.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구조화한 1차 응답 내용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숫자로 기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 Ⅵ-1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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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1> 정책대상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학령기
학생

청년층

여성

취약
계층

가중합

순위

①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145

1

②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115

2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제공

41

4

④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 제공

59

3

①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153

1

② 학점인증제, 자격인정제의 활성화

97

2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3

4

④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제공

66

3

① 여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72

3

② 경력단절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102

2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제공

50

4

④ 육아휴직, 자녀 돌봄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

135

1

① 취업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

136

1

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의 교육 제공

28

4

③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교육 활용

70

3

④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125

2

①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평생교육소득환급제, 학습휴가제 등의 제도 구축

135

1

② 취업 및 문화인 육성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

101

2

25

5

④ 재능기부를 통한 성인학습자공동체 구축

43

4

⑤ 지역사회 도서관, 학교 등을 교육기관으로 활용

56

3

①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141

1

② 젊은 세대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110

2

③ ICT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24

4

④ 교육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을 활용

84

3

일반 성인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제공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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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령기 학생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가중합 145)’가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
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가중합 115)’와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학습기회 제공(가중합 59)’, ‘디지
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제공(가중합 41)’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Ⅵ-16] 참조).

①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150 145
120
90
60
30
④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
제공

59

0

115

②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41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제공

[그림 Ⅵ-16]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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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층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가중합 153)’이 가장 선호되었고, ‘학점인증
제, 자격인정제의 활성화(가중합 97)’,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제공(가중합 66)’,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교육(가중합 4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Ⅵ-17] 참조).

①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150
120
90
60
30
④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제공

66

0

97

② 학점인증제, 자격인정제의 활성화

43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그림 Ⅵ-17]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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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자녀 돌봄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가중합 135)’이 가장 선호되
었고, ‘경력단절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가중합 102)’, ‘여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가중합
7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가중합 50)’ 순으로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Ⅵ-18] 참조).

① 여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150
120
90

72

60
30
④ 육아휴직, 자녀 돌봄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

135

0

102

② 경력단절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50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제공

[그림 Ⅵ-18] 여성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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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계층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가중합 136)’이 가장 선호되었고, ‘개
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가중합 125)’,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
는 교육 활용(가중합 70)’,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의 교육 제공(가중합 28)’ 순으로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Ⅵ-19] 참조).

① 취업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
150 136
120
90
60
30
④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125

0

28

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의

70

③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교육 활용

[그림 Ⅵ-19] 취약계층 대상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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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성인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평생교육소득환급제, 학습휴가제 등의 제도 구
축(가중합 135)’이 가장 선호되었고, ‘취업 및 문화인 육성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가
중합 101)’, ‘지역사회 도서관, 학교 등을 교육기관으로 활용(가중합 56)’, ‘재능기부를 통한 성인학
습자공동체 구축(가중합 4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제공(가
중합 2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Ⅵ-20] 참조).

①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평생교육소득환급제, 학습휴가제 등의
제도 구축
150

135

120
90
60

⑤ 지역사회 도서관, 학교 등을
교육기관으로 활용

② 취업 및 문화인 육성 목적에
101

30

56

부합하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

0

43

④ 재능기부를 통한 성인학습자공동체
구축

25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제공

[그림 Ⅵ-20] 일반성인 대상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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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령자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가중합 141)’이 가장 선호되었
고, ‘젊은 세대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마력(가중합 110)’, ‘교육과 복
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을 활용(가중합 84)’, ‘ICT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 제공(가중합 24)’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Ⅵ-21] 참조).

①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150 141
120
90
60
30
④ 교육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을 활용

84

0

110

② 젊은 세대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4

③ ICT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그림 Ⅵ-21] 고령자 대상의 세부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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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종합
3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Ⅵ-12>과 같다.
<표 Ⅵ-12> 2013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종합
구분

초･중등교육 영역

대학교육 영역

가. 21세기 핵심
역량을 교육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 지식과 정보의 습득보다는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교육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으
므로
∙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해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 평생 학습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기에

나. 21세기에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
(가나다 순)

∙
∙
∙
∙
∙
∙
∙
∙
∙
∙
∙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글로벌 시민의식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인성 함양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자기주도성
창의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ICT 활용 능력

<교육과정>

다. 21세기 핵심
역량을 교육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 단편적인 지식 습득 위주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 대학교육내용과 취업과의 연계 약함
∙ 전공 위주로 강좌 개설 및 운영
교육내용 및 추상적으로 기술된 교육목표
∙ 교과 위주로 교육과정 편성
∙ 실용학문 중심의 폐쇄성(인문학 등 교양교육의
경시)
∙ 국영수 등 특정교과에의 편중 및 문과와 이과의
구별
<교육방법>
∙ 강의식/암기식 위주의 교수학습법
∙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교과서 진도 나가기
∙ 문제풀이식 교육

∙ 교수 주도의 강의식 수업
∙ 산학 협력 교육의 미비

<교육평가>
∙
∙
∙
∙

사지선다형/단답형 객관식 위주의 평가
일면적인 기준에 의한 성적 위주의 학생 평가
인지적 역량 위주의 지필 평가
과정 평가가 결여된 결과 중심 평가

∙
∙
∙
∙

상대평가에 따른 학점별 비율 할당
시험 위주의 단편적 지식 평가
과정 평가가 결여된 결과 중심 평가
개별 위주로 학습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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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중등교육 영역

대학교육 영역

<교육과정>
∙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사회 ∙ 인문학 등 교양 교육 강화
∙ 이론적 기초와 실습의 균형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내용 구성
∙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육방법>
라. 개선방안
∙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협동학 ∙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
(상위 3순위)
습 활성화
∙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관련 연구
∙ 역량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사 연수
및 교수 교육
∙ 학습자 주도 학습 강조
∙ 핵심역량 관련 전문가 활용
<교육평가>
∙ 다방면의 전인적 평가 확대
∙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점이 아니라 질적 피드백
으로 제공
∙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 평가 주체의 다양화

<기존교육기관의 정규학습(1영역) 강화 방안>
∙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협동학 ∙ 인문학 등 교양교육 강화
습 활성화
∙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
∙ 역량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사 연수

마.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
생태계 구축
(상위 3순위)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을 연계하는 방안>

∙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질적으로 우수한 신규교육기관 발굴 및 육성
∙ 실제 직업 환경에서 활동 중심의 교육 제공
바. 정책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영역별 1순위)

∙ 교육제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
∙ 교수인력: 교대나 사범대 인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 확대
∙ 학력자격제도: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학력인정제도 정비
∙ 교육인프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용
∙ 교육재정: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재정 확대
∙ 교육거버넌스: 정규학교-지역사회-기업-민간교육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

7) 정책대상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대상별 1순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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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학생: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청년층: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여성: 육아휴직, 자녀 돌봄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
취약계층: 취업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
일반성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평생교육소득환급제, 학습휴가제 등의 제도 구축
고령자: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3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가. 21세기에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1세기 창조경제사회의 인재
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은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능력’ 으로 나타났다(<표
Ⅵ-13> 참조).
<표 Ⅵ-13> 창조경제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핵심역량(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순위

내용

1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능력

2

창의력

3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4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5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6

자기 주도성

7

인성 함양

8

글로벌 시민의식

9

ICT 활용능력

10

비판적 사고력

11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능력 역량에 대하여,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수준 간의 격차도 1.65로 가장 컸다([그림 Ⅵ-23], <표 Ⅵ-14> 참조).
인성 함양 역량의 중요도와 교육 수준 간 격차는 1.34로 두 번째로 컸으며, ‘ICT 활용 능력’과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역량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도와 현재 교육의 수준 간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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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4.50
4.00
3.50
3.00

4.21

3.95

4.48
3.88

3.45
3.02

2.50

2.79

2.88

3.05

4.20
3.66
3.45

2.83

4.02
3.46

3.05

2.95

3.46
3.14

2.83

4.32

2.98

2.00
1.50
1.00

핵심역량의 중요도

0.50

핵심역량 교육의 현재 수준

0.00

[그림 Ⅵ-22]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핵심역량 교육의 현재 수준(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표 Ⅵ-14> 핵심역량 중요도와 교육 수준 간 차이 검증 결과(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구분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자기 주도성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능력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인성 함양(예: 공감, 도전 정신)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42

3.95

.70

교육 수준

42

3.02

.92

중요도

42

3.45

.71

교육 수준

42

2.78

.94

중요도

42

4.21

.75

교육 수준

42

2.88

.94

중요도

42

3.88

.67

교육 수준

42

3.04

.91

중요도

42

4.48

.67

교육 수준

42

2.83

.91

중요도

42

3.66

.79

교육 수준

42

3.44

.95

중요도

42

4.18

.64

교육 수준

42

3.05

.90

중요도

42

3.46

.63

교육 수준

42

2.95

1.02

중요도

42

3.46

.63

교육 수준

42

3.15

1.15

중요도

42

4.02

.69

교육 수준

42

2.83

1.05

중요도

42

4.32

.82

교육 수준

42

2.95

1.14

t
5.30***
3.48**
7.58***
4.63***
9.68***
1.16
7.37***
2.67*
1.62
6.13***
6.73***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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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역량 교육과 학습생태계 구축
응답자들은 (대)학교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평균 = 4.00, 표준편차 = .71).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및 토론
방식 수업의 활성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
점이 아니라 질적 피드백으로 제공’과 ‘기업 공모 프로젝트 수행을 대학교육과 연계’ 순으로 중요하
다고 응답하였다(<표 Ⅵ-15> 참조).
<표 Ⅵ-15>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 선호도(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내용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역량 중심의 고등교육과정 편성

42

3.69

.68

인문학 등 교양교육의 강화

42

3.81

.71

프로젝트 및 토론 방식 수업의 활성화

42

4.24

.82

기업 공모 프로젝트 수행을 대학교육과 연계

42

3.88

.71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관련 연구 및 교수 교육

41

3.71

.75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42

3.55

.86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점이 아니라 질적 피드백으로 제공

42

3.90

.76

다.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응답자들은 또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와 사회의 협력에 기반 한 학습생태계 구축이 중
요하다는데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평균 = 4.15, 표준편차 = .57). 그리고 학습생태계 구
축 방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16> 참조).
<표 Ⅵ-16> 학습생태계 구축방안 선호도 조사 결과(기업인사담당자 설문조사)
내용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

42

3.86

.68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 확대

42

3.95

.70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학력인정제도 정비

42

3.71

.74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및 호환성 강화

42

3.62

.66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용

42

3.57

.70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 재정 확대

42

3.67

.90

정규학교-지역사회-기업-민간교육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

42

3.8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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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한국교육개발원 및 경총이 공동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의 공통 문항을 중심
으로 간략히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경제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핵심역량에 대한 양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주
요 핵심역량의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핵심역량의 교육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초･중고교 수준에서 창의력과 협업능력･대
인관계능력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각각 4.60인 반면 이들에 대한 현재의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은 각각 2.65, 2.63으로 그 격차가 1.95와 1.93에 이르렀다. 대학 수준에서는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중요도가 4.60인데 비해 현재의 교육수준은 2.87로 나타나 그 격차가 1.73으로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교육수준 간 격차는 1.58로 그
다음이었다. 반면에 설문조사 결과, 신입사원 채용 시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을 4.48
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수준은 2.83으로 그 격차가 1.65인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교육 관련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한국교육개발원과 경총이 공동으로 한 설문조사
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프로젝트 및 토론 방식 수업의 활성화 등 교수･학습법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역량의 발전 정
도를 학점이 아니라 질적 피드백으로 제공하는 등의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개선을 중시한 반면에 전
문가 델파이 조사 참가자들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인문학을 포함하는 교양교육의 강화 등
의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개선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경총 설문 응답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정책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의 하위 영역 중 교수인력과 관련하
여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분석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자로 초빙하는 것에 대해 양
측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중요하게 인
식되었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대나 사범대 인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
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 확대, 홈스쿨링･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학력인정제
도 정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용,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재정 확대, 정규학교
-지역사회-기업-민간교육기간 관의 연계협력 강화 등 교육정책 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들이
경총 설문에서도 보통(3점)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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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기존교육기관의 정규학습의 개선이 우
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그 방안으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 모두에서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자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었다. 더 나아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
정을 구성할 때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직 교원 연수 및 교원 양성 체계의 점진적 개편, 수능을 포
함한 평가체제 개편, 학교 내외 교육의 연계 강화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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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 제안

결론에서는 이 연구가 3년간에 걸친 협동연구의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만큼, 앞의 연구 결과를 토
대로 미래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으
로 9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2차 연도에 한국형 21세기 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
축 모델을 설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정책제언 1: 21세기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협력･공감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목표를 수립한다.
가. 제안 근거 및 필요성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기업인사담당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창조경제의 도래가 전망되는 미래 사회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이 요구되는 데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보다는 활용이 중요’, ‘미
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해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일하며 살아가
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 등이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서 특히 창의력, 협업능력, 인성 등
의 21세기 핵심역량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현재 교육되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의 [그림 Ⅵ-3]에서 보듯이,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협업능력･대인
관계능력, 인성(공감, 도전 정신)의 중요도는 5점 척도로 각각 4.60, 4.60, 4.57로 매우 높은 데 비
해 현재 교육 수준(초･중등의 경우 각각 2.65, 2.63, 2.78)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매우
컸다. 본문의 [그림 Ⅵ-4]에서도 보듯이,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창의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인
성(공감, 도전 정신)의 중요도는 각각 463, 4.68, 4.37로 매우 높은 데 비해 교육수준이 3.1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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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로 낮아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신입사원
채용 시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능력을 4.48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현재 교육의 수준
은 2.83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인성 함양’ 역량은 실행능력 중 ‘사회생활방식’ 범주에 속하는 것
에 대해 5점 척도 상 4.22점으로 나타났으나, 인성의 예시로 공감, 도전 정신 등을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실행능력에 포함시키기보다 별도도 분류하였다. 미국의 커리큘럼
재설계센터(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CCR)에서도 21세기 교육이 지식과 실행능력만이
아니라, 인성(character)을 포함해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41)

나. 제안 내용
최상덕 외(2011)의 연구 및 이번 연구에 의하면, 지식 교육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
면 실행능력 및 인성 교육은 그 중요도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를 메우는 것이
교육 개혁의 주요 의제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21세기 핵심역량
즉,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겸비한 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 및 대학 교육
을 통해 지식 외에 실행능력,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목표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역량과 실행능력, 인성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역
량(competence)은 지식(knowledge), 실행능력(skill), 인성(character)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된다. 실행능력은 크게 ‘사고방식(Ways of Thinking)’, ‘직무수행방식(Ways of Working)’, ‘사
회생활방식(Ways of living in the world)’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사고방식 범주에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자기주도성(자기주도 학
습능력)이 속하고, 직무수행방식 범주에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ICT 활용 능력, 협
업능력･대인관계능력이 속하며, 사회생활방식 범주에는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이 속한다. 또한 인성은 공감, 도전정신, 절제력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
계를 정리하여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21세기 핵심역량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Ⅶ-1] 참조).

41) http://curriculumredesign.org/ “What should students learn in the 21st century?” 검색일자 201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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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 21세기 핵심역량 개념도

최근의 긍정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인성) 함양은 지식, 실행능력 함
양에 기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식은 실행능력을 함양하는 토대가 되며, 실행능력을 통해
지식 역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실행능력, 인성의
함양을 통해 창의성, 사회성, 인성을 고루 갖춘 창의･협력･공감적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
고 구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2: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혁신을 연계해 총체적으로 추진한다.
가. 제안 근거 및 필요성
국내외 역량 교육 정책 및 동향 분석 결과, 역량 교육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 교수･학습, 평가의 개선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가 연계되지 않고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면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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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안을 물었을 때, 현직 교원 연수 및 교원 양성 체계의 점진적 개편과 수능
을 포함한 평가체제 개편, 그리고 학교 내외 교육의 연계 강화 등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핵심역
량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만이 아니라,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선과 관련 교육 환경의 조성
을 포괄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살펴 본 글로벌교육지도자프로그램(GELP)에서 21세기 교육 혁신 방향으로 제
시한 교육3.0 비전에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혁신을 포함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한 것도 같
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제안 내용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되고 총체적인 교육 혁신이 필요하
다. 우선적으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에 근거해 교육 목표가 설정되고, 그를 실현하기 위
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
발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지더라도 그를 구현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간의 엇박자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발과 함께 교원 연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시위주의 경쟁풍토가 학
교교육에 깊게 뿌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교
육평가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교육 현장에 정착되기 어려움은 관련 정책의 시행착오가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 정책의 성패는 상당부분 교원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한
교원의 의지 및 전문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음도 충분히 경험
하였다.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을 위해서는 교수･학습은 물론 핵심역량을 측정할 수 있
는 평가방법의 도입, 장기적으로는 입시제도 개선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2학기부터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수업개선을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학교 자율의 형성평가에 의
한 지필고사 대체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은 총체적 접근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통
령이 지난 11월 21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동작중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유학기제를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기대
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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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3: 교육과정 목표를 핵심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가. 제안 근거 및 필요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장애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 영역에서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단편적인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내용 및 추상적으로 기술된 교육목표,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국･영･수 등 특
정교과에의 편중 및 문과와 이과의 구별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학교육 영역에서는 대학교
육내용과 취업과의 연계 미약, 전공 위주의 강좌 개설 및 운영, 실용학문 중심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문학 등의 교양교육 경시 등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선행연구 및 이번 연구의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21세기 진입을 전후해 미국, 영국, 호
주,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OECD 산업계 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에서 27개 국가의 기업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교육 체제의 변화
와 관련해 학교 수준에서는 21세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것
으로 나타났다(Charles, 2013년 6월 7일자 기사)42).

나. 제안 내용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초･중등 및 대학 교육 모두 교육과정의 목표를 역량 함양을 중
심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역량 개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지식, 실행능력, 인성 교육 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식, 실행능력, 인성 교육 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 조정하되, 창의적이고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교
과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구분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42) Charles, 2013년 6월 7일자 기사.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CCR).
http://curriculumredesign.org/curriculum-reform-is-1-priority-of-employer-organizations-in-27-countries-2/
마지막 검색일자: 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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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방안
델파이조사 결과,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방안으로 교과별 핵심역량 교육 반영 명시 및 통합적 접
근 지향, ②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 교육과정 편성, ③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④ 교과 교육내용의 최소필수화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재
구성을 교과별 핵심역량 교육 반영 명시 및 통합적 접근 지향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에 일부 실행능력 교
육이 추가되거나, 교육과정 총론에만 명시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역량 중심 교육과
정의 새로운 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축소해야 할 부
분, 추가해야 할 부분, 연계 및 융합해야 할 부분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 교
육과정 분석이 개별 교과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지기 보다는 관련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체 교육
의 측면에서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과별로 핵심역량을 체계화하여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목표를 역량 함
양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시에 교육목표가 추상적으로 명기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역량 지향적 진술이 되도록 요구된다. 그리고 역량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
하기 위해서는 내용 간의 연결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고정된 위계적 조직화 방식에서 벗어나 역량
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구조화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구조화의 선행 조건 가운데 하
나는 학교 교과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방식에 작용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
책적 기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과 내용의 양과 수준, 조직 방식을 역량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다한 학습량
을 줄이는 대신 심도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 내용을 역
량에 비추어 과감하게 덜어낼 것은 덜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점차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의 통합적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식의 내용체계를 강조하는 교과중심의 교육과정 구성논리를 완화하
고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 통합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고정된 혹은 확실하다고 가
정되는 특정 지식내용을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
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별로 다루어 온 지식보다
는 교과별로 꼭 길러내야 할 역량을 드러내고, 이러한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과정 및 핵심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은 실생활 중심 교육과정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들 간의 중복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삶의 맥락과 유리된 지식을 인지적으로만 습득하는 데 치중해 온 관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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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실제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의 필요성에서 대두된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실생활 문제의 대다수는 어느 한 교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에 걸쳐진 것으로
서 통합적 문제 해결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적 지식에 초점을 둔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종래의 분과적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교과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미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특징 중 하나로 통합적 접근이 두드러졌다.
또한 교실 내 수업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체험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형식적인 자원봉사, 체험활동, 답사, 수학여행 등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차원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직업 체험을 통해 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지식 위주의 전달식 수업으로부터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활동 시간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새로운 콘텐츠를 학교에 제공하고 교육적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2) 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
델파이조사 결과, 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은 ① 모든 교과목에 핵심역량 강화 내용 포함 및 통합
적 접근 지향, ② 인문학 등 교양교육 강화, ③ 이론적 기초와 실습의 균형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교과목에 핵심역량 강화 내용 포함 및 통합적 접근 지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모든 교과목의 교육내용에 의사소통, 협업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전체의 교육과정, 각 학부나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지향
해야 하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이 요청된다.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이 이
루어져야 한다. 오래된 학문적 틀이나 교과목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
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구획화 되어 있는 학문들은 이러한 주
제 중심으로 통합되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력, 자기주도성 등을 확립하도록 돕고, 프
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실습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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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4: 개개인의 강점과 특성을 살리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교수･학습법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한다.
가. 제안 근거 및 필요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측면에서 다음과 같
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에서는 강의식･암기식 위주의 교수학습
법,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교과서 진도 나가기, 문제풀이식 교육 순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대학교육
에서는 교수 주도의 강의식 수업, 산학 협력 교육의 미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상에서 보듯
이 강의식 수업이 역량 교육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직도 수업의 주요 목
적이 사고력을 키우기 보다는 지식 전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역량 교육을 위한 교
수･학습 방법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구분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나. 제안 내용
1) 초･중등 교수･학습 개선방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초･중등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개선방안은 ①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
업･토론식 수업･협동학습 활성화, ② 역량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사 연수, ③ 학습자 주도 학
습 강조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협동학습 활성화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학생 상호간 협업적 수업, 토론, 발표 등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형 수업 진행을 통해 자율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학생,
학생-학생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및 좋은 실천 사례가 개발되고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식과 정보에 맥락을 부여하는 실험, 실습 및 체험 활동의 강화가 필
요하며,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역량 중심의 수업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사의 수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준비하여 강의하는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여 진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확대해야 한다. 학습자 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플립러
닝(Flipped Learning)과 같은 혁신적 교수･학습 방법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플립러닝은 학생
들이 교사의 강의를 영상을 통해 미리 학습한 후 실제 교실 수업시간에는 토론학습, 협력학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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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플립러
닝의 중･고등학교 적용에 대한 연구 및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

2) 대학 교수･학습 개선방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개선방안은 ①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
성화, ② 교수 대상의 핵심역량 함양 교수･학습법 교육 강화, ③ 핵심역량 관련 전문가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교와 대학 공통으로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가 제안된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접근이 요청된다. 따라서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앞선 <표 Ⅵ-15>에서 보았듯이, 전문가 델파이 조사뿐만 아니라 기업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및 토론 방식 수업의 활성화 등 교수･학습
법의 개선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강의 중심 수업을
축소하는 대신 토론 및 세미나형 수업의 확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구성하고 협업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창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장 연계형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직무능력 개발을 도모해야한다. 또는 학생
이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방법을 설계하며 결론을 작성하고 발표, 토론까지 할 수 있는 연구논문 쓰
기 방식으로의 개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을 위한 교수･학습법 연수가 필요하다. 한 예로 직무 현장과의 연계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학교수가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수역량개발 기회
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핵심역량과 관련된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수
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정책제언 5: 핵심역량 함양 과정의 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하는 평가 방법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한다.
가. 제안 근거 및 필요성
‘21세기 실행능력의 평가와 교육’(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 ATC21S)
프로젝트에서는 ‘사고방식, 직무방식, 직무수단, 사회생활방식’의 네 가지 범주의 핵심 능력을 제안
하고 있으며, 2015년 PISA 평가에는 ‘협력적 문제 해결력(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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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전망이다. 델파이 조사 결과는 미래 사회의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역량’의 평가에 대한 중
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평가 측면에서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사지선다형･단답형･객관식
위주의 평가, 일면적인 기준에 의한 성적 위주의 학생 평가, 인지적 역량 위주의 지필 평가, 과정
평가가 결여된 결과 중심 평가 순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대학교육에서는 상대평가에 따른 학점별
비율 할당, 시험 위주의 단편적 지식 평가, 과정 평가가 결여된 결과 중심 평가, 개별 위주 학습능력
평가 순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본문의 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역량 함양 보다는 점수 올리기
경쟁에 몰두하게 하는 입시위주 교육이 역량 중심 교육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나. 제안 내용
1) 초･중등 교육평가 개선방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의 평가 개
선방안은 ① 다방면의 전인적 평가 확대, ②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③ 핵심역량을 평가
요소로 반영, ④ 관찰을 통한 질적 평가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① 다방면의 전인적 평가 확대
단편적 지식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 각자의 특징과 잠재력을 살리는 다양한 영역의 평가가 확대
되어야 한다. 학교 내 평가에 있어 단편지식을 묻는 시험을 줄이고 한 인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각자 재능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똑같은 시험 그리고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현재 평가 방법은 정의적 영역의 평가, 전인적 평가로 더욱 더 다양화되
어야 한다. 주입식 시험 평가 외에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행 중심의 평가와 다방면의 전인적 평
가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평가방법으로 토론, 프레젠테이션 발표,
팀으로 활동하기 등의 다양한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학교 단위에서 프로젝트 기반 평가와 포트폴리오를 통한 포괄적인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프로젝트 기반 평가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분야에서 배
운 지식을 결합하여, 현실 상황에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

184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의 결과물을 종합한 내용, 개인적 작업의 초안 및 결과물, 저
널 기록 등이 포함된 포트폴리오 작성이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학생이 학습
이 끝난 후 갖추게 될 것이라 기대되는 역량을 설명하는 형식의 핵심역량 측정 기준을 사용하고 있
다. 학습목표에 따른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성취단계를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
여 하나의 학습목표에 대한 평가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같이 핵심 역량의 측정에 적합한 평가 방법의 개발과 함께 학생의 성장에 따
라 역량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체계적인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②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핵심역량을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역량 평가의 준거 설정, 역량 측정 도구 의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수준(국가, 학교, 학급 등)에서 구체적으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먼저는 학교 급별,
교과별로 핵심 역량의 추출 및 그에 대한 성취기준이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역량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역량의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에 있어 개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협동학습 등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포트폴리오 평가 등의 수행평가 방법
의 활용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역량 평가가 온라인 상 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컴퓨터를 활
용한 역량 평가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습 방법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평가 방법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 프로젝트 학습의 도입은 프로젝트에 따른 학생의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역량 미흡 원인을 찾아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평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핵심역량을 평가 요소로 반영
핵심역량을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도 수행평가의 도입, 성취평가
제의 시행,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등 역량의 평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입시 위
주의 교육환경에서 학생의 서열화･등급화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입시가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서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서는 입시 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입시
제도의 변화를 위한 시도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사교육비의 문제, 계층 간
의 갈등,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초･중등학교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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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역량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입시가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
는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관찰을 통한 질적 평가 확대
평가의 관점 및 목적을 점수화･서열화에서 지도･조언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양적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양적평가 체제에서는 학생들을 점수화하기 위해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가 강조되고 이를 위해서 주로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대해 얼마나 암기하고 기억하
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양적평가 체제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에 대해 평가에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행을 통한 역량 평가를 위해서는 양적평가와 함께 질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평가에
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질적 평가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평가제도가 다른 학년, 다른 학교 급으로 연계되어 평가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본문의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아이존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성
취도 평가를 위해 기존 평가방식과 대안적 평가 방식이 결합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전통
적인 방식의 학점 취득 척도에, 문제해결능력, 연구능력, 정보해석 능력, 효율적 의사소통능력 등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역량들의 평가 결과는
아직 학생들의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대신 개개인의 성장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자유학기제의 평가방법, 아이존의 학교 사례와 같이 학생들의 평소 학습에 대한 관찰을
통한 질적 평가 방법으로 학생들의 역량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대학 교육평가 개선방안
또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 교육의 평가 개선방안으로는 ① 역량의 발전 정도
를 학점 대신 질적 피드백으로 제공, ②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③ 평가 주체의 다양화 순
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①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점 대신 질적 피드백으로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해 질적인 평가가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학의 학기 운영에서 학기말 평가 이
후 피드백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15주차에 학기말 시험을 보았다면 16주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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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피드백 주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검사
도구, 검사시행, 채점 및 해석의 표준화를 위해 검사 문제, 결과 수집, 채점, 분석, 결과 제공 등의
종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험평가를 통해 진단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최종확인하
고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며, 측정 이후 타당성 연구를 통해 문항의 적합성을 지속적
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③ 평가 주체의 다양화
직무 현장과의 연계협력방식의 교과, 교육방식 등의 평가는 교수자가 아닌 현장 실무자 혹은 전
문가의 평가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기업 현장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수업
이 강화된다면, 평가 시에도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참여한 현장 중심형 평가를 일정 비율 포함
시켜야 한다.

정책제언 6: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한다.
가. 제안 근거 및 필요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규학습과 기존교육기관의 개선이 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다.
정규 학습과 비정규 학습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학습기관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유형의 대안학교, 무수히 늘어나는 온라인 학습기관 및 기
업형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보듯이 새로운 교육기관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소
셜네트워크(SNS),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집단지
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 및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교육이 국가경쟁력의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국가 차원
의 다양한 학습생태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의 피스까스 모델은 학생들이 학교
교사에게만이 아니라 학교 바깥 지역사회 전문가에게서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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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학교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인턴 활동을 하며 현실 사회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는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나. 제안 내용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모든 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
는 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학습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량 교
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구축은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학
교와 산업계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규학습과 기존
교육기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 영역에서는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②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협동학습 활성화, ③ 역량 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
등이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대학교육 영역에서는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②
인문학 등 교양교육 강화, ③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② 질적으로 우수한 신규교육기관 발굴 및 육성, ③ 실제 직업 환경에서 활동 중심의 교육
제공, ④ 비정규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 구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생선택 프로그램 운영은 위에서 언급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해당된다. 다양한 실제 체험 학습이 가능한
학생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또는 전문가의 활용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지속적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긴밀한
협력적 연계가 중요하다.
호주의 빅픽처 학교의 인턴쉽 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학습계획서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이
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학생들이 인턴쉽의 경험을 학
교 학습과 연결 지어 인지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턴쉽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
야의 실제 멘토들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등은 자유학기제 활동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뉴욕 시의 아이존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학습자 개별 학습을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 단순히 디지털 매체를 수업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을 관리하는 소프트웨
어를 활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생태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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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기 위해서는 비정규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책제언 7: 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역량표준(NCS) 개발을 통해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형성을 촉진한다.
가. 제안 근거 및 필요성
과학기술의 융합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학업 및 직무,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학령기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생태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학습 시대를 맞이하여 누구에게나 핵심역량 교육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영역(교육제도, 교수인력, 학력자격제도, 교육인프라, 교육재정, 교육거
버넌스 등) 및 다양한 정책대상별(학령기 학생, 청년층, 여성, 취약계층, 일반 성인, 고령자 등)을
위한 학습생태계 구축이 요청된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촉진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교육정책이 초･
중등교육을 겨냥한 자유학기제와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학습을 겨냥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
서부터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에 이르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제안 내용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통해 역량 교육을 초･중등교육
부터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단계까지 각 개인의 학습경로에 맞게 생애주기별로 수행할 수 있는 학
습생태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에 의하면, 자유학기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
적이 있다(교육부, 2013a).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업체제를 토대로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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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폭넓게 연계되는 학습생태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11월 21일 자유학
기제 연구학교인 동작중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유학기제를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교육개혁의 출
발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세계일보, 2013.11.22.).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향후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업교육･훈련 및 자
격제도와 산업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요구되
는 역량을 국가의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한 것이다(교육부, 2013c).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은 직업교육･훈련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에 있어서 역량기반 교육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학기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계기로 횡적으로는 다음 [표 VII-1]과 같이 교육
제도, 교수인력, 학력자격제도, 교육인프라, 교육재정, 교육거버넌스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종적으로는 다음 [표 VII-2]와 같이 학령기 학생에서 청년층, 일반 성인,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평생
학습이 가능한 학습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Ⅶ-1> 정책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정책영역

세부과제

교육제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수인력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 확대

학력자격제도
교육인프라
교육재정
교육거버넌스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학력인정제도 정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용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재정 확대
정규학교-지역사회-기업-민간교육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

[표 VII-1]에서 보듯이, 정책영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교육･훈련 제도와 관련된 분야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표 Ⅶ-2> 정책대상별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정책대상
학령기 학생
청년층

190

세부과제
학령기 학생을 위한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청년층을 위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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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여성

세부과제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 자녀 돌봄 지원 확대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

일반성인

일반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소득환급제, 학습휴가제 등의 제도 구축

고령자

고령자를 위한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또한 <표 Ⅶ-2>에서 보듯이, 정책대상 차원에서는 학령기 학생에서 청년층, 여성, 취약계층, 일
반 성인,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연계될 수 있다.

정책제언 8: 구조개혁 대상 대학이 미래사회의 학습생태계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개혁 및 평가･모니터링 정책을 추진한다.
가. 제안 근거 및 필요성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저하, 고등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 저하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구조개혁은 학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수급을 고려할 때 2023년에는 입학정원 1,600명 규모의 대학 100개 이상이 수급불균형에
의해 폐교될 위기에 처해있어, 이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더 이상은 기존과 같은 정규 고등교육기관
의 모습 존속을 보장할 수 없어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상을 정립해야하는 시점이다.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규학습을 위한 기존 교육기관의 개선 및
혁신, 비정규 학습 운영, 신규 교육공급자의 등장으로 통해 개혁 및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학습 생태계 모형을 통해 제안하였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이 구조개혁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모습으로 대학의 상을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과 같은 모습의 틀에서 벗어나 새
로운 고등교육기관의 상을 만들도록 구조개혁 정책 추진시 반영하여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평가사업과 연계하여 구조개혁의 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서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발전은 물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유
형을 크게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으로 유형화하여 정착시키고 있고 부문별로 교육역량강화사업,
BK21 플러스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업별 주요 목적은 각
부문별로 기초교육 강화, 학문후세대 양성,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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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재정지원 수혜대학 선정 기준에 각 부문별 학생들이 나타내는 성과에 관한해서는 반영되고 있
지 않아 재정 지원의 성과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달성해야하는 핵심역량을 대학의 주요 미션별로 개발하고, 각 부문별 역량 달성
정도 및 대학에서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하여, 대학에서 실질적
으로 학생들의 역량중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제안 내용
① 대학에 대한 미래 지향적 구조개혁 실시를 위한 컨설팅단 운영
현재 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을 위해 기본적인 핵심지표를 근거로 하여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으로 단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량지표에 의한 일률적 평가, 대학
발전과 연계되지 못한 개혁 등의 한계로 정성지표 강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안을 제안해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100여개 이상 대학들이 변화에 직면해 있는 이상,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대
학들이 정부의 지표에 의존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학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노력과 계획 등을 정성평가를 통해 결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학습 방법 및 내용, 평가방식의 혁신을 제안하여 학습생태계의 한 요소로서 새로운 대학이 될 수 있
는 길을 마련한다.
또한, 컨설팅단에서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에 국한된 자문에서 벗어나 대학이 미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컨설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컨설팅단 구성은 교육전문가는 물론 미래학
자, IT 및 공학, 과학기술, 환경 전문가 등을 광범위 하게 포함하여 새로운 대학의 모습을 견인하는
주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 재정지원 평가 시 학생 역량 성과 결과 반영
정부에서는 지역대학의 균형발전 및 대학의 특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의 특성에 맞는 미션을 설정하고 이에 관하여 학생들이 달성해야하는 역량
을 구체화하여 개발해야 한다. 즉, 교육중심대학은 전공 및 기초 교양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역량,
연구중심 대학은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역량, 산학협력 중심 대학은 기업의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 등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역량에 대해서 대학은 매 학년
말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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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에서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별 정부 재정지원평가사업에 부분별 학생들의 역량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지원성과를 반영하여 정부의 지원이 학생들의 성장과 직결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③ 대학의 역량 교육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졸업생 교육성과에 관한 국가수준의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졸업 후 3년 이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조사와 대학에서 습득한 역량의 수준과 활용정
도, 적합도 등을 포함하며, 결과는 종단 자료로 축적한다. 조사결과는 각 대학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대학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고등교육 정책 개발, 인재양성 및 활용 정책에 관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주관기
관은 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 또는 직업 진로 부문의 연구기관에서 담당하며, 조사체제 구축 및 활
용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

정책제언 9: 핵심역량 지수 및 지표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한다.
가. 제안 근거 및 필요성
핵심역량 교육 정책의 추진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역량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창의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인성 등의 역량 교육을 위해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
량의 지표 및 지수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에, 역량 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역량 개념에 기초한 실제적이고 타당한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나. 제안 내용
앞의 21세기 인재상과 관련해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 핵심역량은 지식, 실행능력, 인성의 세 영
역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실행능력은 크게 사고방식, 직무수행방식, 사회생활방식의 세 가지 범주
로 구분되며, 총 10개의 분야를 포함한다. 즉,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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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성은 사고방식 범주에 속하며,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ICT 활용 능력, 협
업능력･대인관계능력은 직무수행방식 범주에 속하고, 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
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은 사회생활방식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핵심역량 개념도에 따라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되, 지표는 가능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
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표 Ⅶ-3> 참조). 예를 들면, 지식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
으며, 시민의식 지표는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생핵심역량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타 실행능력이나 인성은 관련 조사 결과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ATC21S 프로젝트
에 참여하여 10개의 핵심역량 중에서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해결능력과 ICT 활용능력 2개 분야를 평
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다.
<표 Ⅶ-3> 핵심역량 지표 및 지수 개발 관련 참고 자료
조사 범주

사고방식
(Ways of
Thinking)

조사 역량

출처

창의력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김미숙(2012)의 창의역량 측정지표 및 도구
관련 자료 참고43)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자기주도성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
능력

직무수행방식
(Ways of
Working)

2015년 PISA 평가에 ‘협력적 문제 해결능력’ 요소가 포함될 전
망45)
PISA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관련 자료 참고46)
AHELO 의사소통능력 관련 자료 참고47)
PISA Digital Reading Assessment(DRA) 관련 자료 참고48)

ICT 활용 능력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사회생활방식
(Ways of Living
in the World)

AHELO 비판적 사고력 관련 자료 참고44)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s (PIAAC) 관련 자료 참고49)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차성현(2012)의 협력성 및 대인관계 발달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50)
The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5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장근영, 박수억(2011)의 민주시민역
량 실태조사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52)
한국교육종단연구 1~6차년도 학생의 장래 포부 및 계획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53)
World Value Survey(WVS)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54)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차성현(2012)의 책임성 관련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55)

인성 함양
(예: 공감, 도전 정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차성현(2012)의 공감 관련 문항을 수정･보
완하여 사용56)

43) 김미숙(2012). 창의역량 측정지표 및 도구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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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10: 2025년까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혁신 및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5 미래인재양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가. 제안 근거 및 필요성
이론적 배경 [그림 Ⅱ-1]에서 언급했듯이, 2025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 이로 인해 생산활동인구의 비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교육, 경제, 복지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된 노령연금 문제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재원 배분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갈
등의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25년까지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활동인구 1인당 인구부양비율이
매우 낮아 교육시스템을 혁신해 저출산･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다. 따라서
2025년까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 또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시스
템 또는 학습생태계는 교육계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사회적 협력이 요청되는 만큼 교육, 경제, 사
회 각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각 계의 요구를 반영한 미래 인재 상 및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사회
44) OECD(2012).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AHELO Feasibility Study Report. Paris, France: OECD.
45) 교육희망. 2015 국제학업평가의 변신, ‘협동 문제해결력’ 평가. 2012년 7월 12일자 기사.
46) 한지영(2008). 평생학습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도구(SDLRS)의 타당성 연구. 한국공학교육학회, 11(④, 64-75.
47) OECD(2012). 이하 상동.
48) Mendelovits, J., Ramalingam, D. & Lumley, T. (201②. Print and digital reading in PISA 2009 : comparison and contrast.
http://research.acer.edu.au/pisa/6
49) OECD(2009). PIAAC 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s: A Conceptual Framework.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36. OECD Publishing.
50) 차성현(2012). 사회성 및 감성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51)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irty-eight countr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Amsterdam.
52) 장근영, 박수억(2011).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53)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kels.kedi.re.kr/KelsCont02_01.do 검색일자: 2013년11월24일.
54) Jen, M. H., Sund, E. R., Johnston, R., & Jones, K. (2010). Trustful societies, trustful individuals, and health: An analysis of self-rated
health and social trust using the World Value Survey. Health & Place, 16(5), 1022-1029.
55) 차성현(2012). 이하 상동.
56) 차성현(2012). 이하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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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제안 내용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미래인재 양성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정책 목표 및 실행 방안에 대해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전과 목표가 설정되고 관련
교육 정책이 추진될 때 정책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부 외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경
제 및 사회 부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미래인재양성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꿈과 끼를 살려 진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 여러 부처가
협력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역량표준 마련 등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이상의 10대 정책과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Ⅶ-4> 참조).
<표 Ⅶ-4> 정책과제 정리
핵심과제
정책제언 1: 21세기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협력･공감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목표를 수립한다.
정책제언 2: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혁신을 연계해 총체적으로 추진한다.
정책제언 3: 교육과정 목표를 핵심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교과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정책제언 4: 개개인의 강점과 특성을 살리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교수･학습법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한다.
정책제언 5: 핵심역량 함양 과정의 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하는 평가 방법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한다.
정책제언 6: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한다.
정책제언 7: 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역량표준(NCS) 개발을 통해 초･중등단계에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단계에 이르기까지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형성을 촉진한다.
정책제언 8 : 구조개혁 대상 대학이 미래사회의 학습생태계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개혁 및 평가･모니
터링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제언 9. 핵심역량 지수 및 지표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한다.
정책제언 10: 2025년까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혁신 및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5 미래인재양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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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moting Core Competency Education and Building
Innovative Learning Ecosystems for Fostering Talent
for the Future (Ⅰ)
Sang-Duk CHOI
Seo-Young IN
Eun-Hui HWANG
Young-Sup, CHOI
Jang-Sang HYUN
Young-Chul KIM
As the new Korean government’s main focus in governing the state affairs is building a
creative economy, it has become essential to figure out what major qualifications needed to
be capable in the future are and how such capabilities can be developed and taught.
Considering such policy challenges that lie ahea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kill-sets
required in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analyze core competencies and suggest the
purpose and policy directions of the future education.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form a new education ecosystem based on a
variety of education networks to provide education tailored to develop core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21st century. In order to respond to complicated and rapidly changing
societal phenomena in the 21st century, the combination between regular learning and
irregular learning and between education and work (or the labor market), going beyond the
basic school educ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Since the 1960s, Korea had grown significantly for three decades under the
state-centered development model and began to seek and implement new development
models since the mid-1990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is increas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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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ed by the public to adopt new innovative education strategies and make policy
choices suitable for the changing environment. As the life cycle of knowledge is getting
shorter and the significance of collective intelligence is increasingly highlighted, whether
a society has an advanced education system for developing advanced thinking skills, social
skills and character is expected to determine the society’s ability to promote national
economic growth, social cohesion as well as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and
self-fulfillment. However,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s currently facing a harsh
criticism that it is disproportionally concentrated on the mere memorization of knowledge
and preparation for exams and falls short of developing creativity, ability to think, ability
to collaborate and building students’ character needed in the future society.
Against such backdrop, a 3-year study is carried out to suggest a new education model
for developing core competencies and learning ecosystems based on the Korean model on
nurturing future talent. To that end, the first-year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drawbacks of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analyze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and implication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future education to nurture
talents required by the future Korean soc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y re-defining the concept of core competencies, the study suggests the purpose and
challenges for the education for nurturing talents required in the future. The study defines
competence as a broad category of competencies that include knowledge, skills and
character and categorizes performance competence into ways of thinking, ways of working
and ways of living in the world, depending on the required elem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lphi expert survey, the ways of thinking include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skills, decision-making skills,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and
ways of working include communication skills, conflict management and resolution skills,
ICT utilization skills, collaboration skills, interpersonal skills while ways of living in the
world include global citizenship, ability to pioneer one’s life and career and a sense of
individual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character means the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s, a challenge-fighting spirit and discipline.
The results of the Delphi expert survey indicate that the education for performance
competency and character required in the future society is not provided adequ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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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y are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future society, highlighting the need for
narrowing the gap between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Specifically, i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collaboration skills,
interpersonal

skills

and

character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s

and

a

challenge-fighting spirit) is high at 4.60, 4.60 and 4.57 on a scale of 1 to 5 whereas the
education provided for nurturing such skills is only about 2.65, 2.63 and 2.78 respectively,
highlighting the huge gap between the requirements and the available education for
nurturing skills. Furthermore, in university education,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collaboration skills, interpersonal skills and character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s
and a challenge-fighting spirit) remains very high at 4.63, 4.68 and 4.37 whereas the
education provided for nurturing such skills is only 3.15, 3.10 and 2.87. In higher
education, the gap is relatively small but still raises concerns about the reality of the
current education. When HR managers at companies are asked about the criteria to be used
in recruiting and selecting new employees, they responded that communication skills,
conflict management and resolution skills are important at 4.48 while they evaluated the
current education at 2.83, highlighting a very large gap.
Finally, the study offers 10 major policy suggestions for nurturing core competency
required in the future society as follows: Capable individuals in the 21st century should
have core competencies such as creativity, collaboration skills and the ability to empathize
with others and, in order to nurture such core competencies, it is important to improve
and make a linkage between the current education curriculum, faculty education and
evaluation schemes. Moreover, it is essential to develop core competence indicators and
indices to enhance the education system in the long term while operating the ‘commission
on future talent development 2025’ dedicated to the pending issue of nurturing talents
required in the future. The follow-up study for the next two years is expected to provide
core competence indicators and indices to measure core competencies, build a learning
ecosystem suitable for the Korean education ecosystem and thus contribute greatly to
building the core competence education system and the culture of learning in th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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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델파이 1차 조사지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한국형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의 수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 교육 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수립 및 실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1차 조사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
렴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모든 문항에 자유롭게 기술하되, 관심 및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

작성하신 설문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iamaini@kedi.re.kr로 월

일( 요일)까지 회송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choisangduk@kedi.re.kr / 02-3460-0646
∙ 담 당 자 : 김경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조원)
iamaini@kedi.re.kr / 02-346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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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적으로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래 역
량 개념은 주로 기업이나 직무 단위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의미로 활용되었으나, 후에 직무에
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핵심 역량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해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호주, 핀
란드, 싱가포르 등 6개국이 참여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21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육
(Assessment and Teaching for 21st Century Skills, 이하 ATC21S) 프로젝트에서도 21세기
에 요구되는 역량을 사고방식, 직무 방식, 직무 수단, 생활 방식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고 있습니다. <표 1>과 <표 2>를 참고하여 다음 네 가지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1> OECD DeSeCo 프로젝트 보고서(2005)
범주

역량
인간관계 능력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

협동능력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전체 조직 내에서 협력적･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인 행동능력

자신의 인생계획･프로젝트를 구상･실행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 필요 등을 옹호･주장하는 능력
언어･상징･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능력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기술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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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TC21S 프로젝트 보고서(2013)
범주

역량
창의력･혁신능력

사고 방식
(Ways of Thinking)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직무 방식
(Ways of Working)

직무 수단
(Tools for Working)

의사소통력
협동능력
정보 활용 능력(Information literacy)
ICT 활용 능력(ICT literacy)
지역･글로벌 시민의식

사회생활 방식
(Ways of living in the world)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1-1. 우리나라 맥락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유를 3가지 내외로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교육해야 할 핵심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순서대로 5가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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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3. 위의 5가지 핵심역량을 선정한 이유 및 근거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표 1>과 <표 2>를 참고하여, 1-2에서 응답하신 핵심역량들을 어떤 범주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표 1>과 <표 2>를 참고하여 1-4에서 응답하신 범주에 따라 1-2에서 응답하신 핵심역량들
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을 위해 개선 또는 혁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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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세기 핵심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내용) 측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내용)

초･중등
교육

대학교육

2-2) 21세기 핵심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방법 측면에
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방법

초･중등
교육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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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1세기 핵심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라 교육평가 측면에
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평가

초･중등
교육

대학교육

3.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학습생태계 구축이 교육개혁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학습생태계 정의 및 모형을 참고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생태계 정의 및 모형
<정의>
자연생태계 개념을 교육에 적용한 학습생태계(learning eco-system)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교육 공급자 간에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적 인프라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교육지도자프로그램(GELP)57)에서는 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생태계 형성 전략을 제안
하고 있다. 학습사회는 누구나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사회로, 21세
기에는 학교만이 아니라 도시 또는 지역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습조직 그리고 모든 평생학습
자를 연계하는 학습생태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최상덕 외, 2011).

57) 미국, 호주, 핀란드, 한국 등 10개국 대표와 5개 글로벌 파트너들이 참가하고 있는 글로벌교육지도자프로그램(GELP)은 교육혁신을 위해
협력하는 국제협력 교육네트워크로 학습사회 실현을 목표로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 기존교육기관과 신규교육기관이 연계된 ‘학습생태계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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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그림 1]은 GELP에서 제안한 학습생태계 모형으로 학습의 다양화와 교육 기관의 다양화를 포함하며,
21세기에는 학습자 주도성과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내 준다. 먼저, 사분면은 학습의
다양화를 한 축으로 하고 교육 기관의 다양화를 다른 한 축으로 한다. 정규학습을 하는 기존 교육기관
에서는 교육을 개선(improving)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비정규학습을 하는 기존 교육기관에서는
정규학습을 보완(supplementing)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형태를 개발한다. 또한 정규학습 영역에 다양
한 신규 교육기관이 진입하면서 개혁(reinventing)이 이루어지고, 비정규학습영역에 신규 교육기관이
진입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의 교육이 나타난다.

[그림 1] 학습생태계 모형 (Innovation Unit for the GELP(2013),“REDESIGNING EDUCATION”48쪽 참고)

특히 이 모형에서는 학습생태계 형성과 관련해 학습자 주도성(learner ownership)과 디지털 기술
(digital technologies)의 활용이 강조된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 간의 경계가
낮아지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촉진하며, 블렌디드(Blended) 학습58)이 그 하나의 예이다. 또한, 학습
자 주도성은 학습자가 내용을 공동 구성하거나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신규 기관의 진
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58)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이 혼합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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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나라 맥락에서 볼 때 제시된 학습생태계 모형 각각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맥락에서 요구되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정책
영역별(교육 제도, 교수 인력, 학력 자격 제도, 교육 인프라, 교육 재정, 교육 거버넌스 등)
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맥락에서 요구되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방안에 대해 정책
대상별(학령기 학생, 청년층, 여성, 취약계층, 일반 성인, 고령자 등)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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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델파이 2차 조사지

21세기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2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델파이 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연구에서 한국
형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의 수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 교육 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의 응답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설문 및 문항이 제시됩
니다. 질문을 잘 읽고 우선순위에 따라 숫자를 기입해 주시거나 5점 척도 상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기술하게 될 시에는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작성하신 설문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iamaini@kedi.re.kr로 월

일( 요일)까지 회송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choisangduk@kedi.re.kr / 02-3460-0646
∙ 담 당 자 : 김경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조원)
iamaini@kedi.re.kr / 02-346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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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우리나라 맥락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 또는 중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표 1>과 같이 10개로 구조화한 내용입니다. 핵심
역량을 교육하는 이유로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5점 척도 상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타 난에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우리나라 맥락에서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 또는 중요한 이유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지식과 정보의 습득보다는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산
업화 시대의 주입식 교육체계로는 미래사회에 대응
할 수 없으므로

①

②

③

④

⑤

2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해 국가적 차원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3

융복합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4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5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
므로

①

②

③

④

⑤

6

추격자(fast-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의 기
업환경 변화에 적합한 창의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7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①

②

③

④

⑤

8

평생 학습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
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9

학교 교육에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0

남북 분단과 이념적 대립, 지역갈등 등 여러 가지 갈
등 상황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역량 교육이 절실하므
로

①

②

③

④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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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선정된 중요한 핵심역량을 <표 2>와 같이 사고 방식, 직무수행방식,
사회생활 방식으로 재구조화한 내용입니다. 선정된 핵심역량이 해당 범주의 구성요소로서 어
느 정도 타당한지 5점 척도 상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또는 타당하
지 않음을 선택하신 분께서는 기타 난에 더 나은 범주화 방안에 관해 간단히 기술해 주시기 바
랍니다.
<표 2> 21세기 핵심역량 범주화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창의력

①

②

③

④

⑤

비판적 사고력

①

②

③

④

⑤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①

②

③

④

⑤

자기주도성

①

②

③

④

⑤

의사소통능력･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①

②

③

④

⑤

ICT 활용 능력

①

②

③

④

⑤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①

②

③

④

⑤

글로벌 시민의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범주

사고 방식
(Ways of Thinking)

직무수행방식
(Ways of Working)

역량

사회생활 방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Ways of living in the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world)
인성 함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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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
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대한 의견은‘교과 중심 접근’과 ‘범 교과 접근’으로 구
분되었습니다. <표 3>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핵심역량 교육 상황에 1)어떠한 접근이 더 적절한
지 2)그 이유와 3)구체적인 방안을 두세 문장 이내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3> 교과 중심 접근과 범 교과 접근 그리고 종합적 접근
① 교과 중심 접근

개별 교과에서 역량 개발을 적용 [일본]

② 범 교과 접근

특정 교과를 넘어 모든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에 적용
[영국, 뉴질랜드, 호주(빅토리아 주), 캐나다(퀘백 주)]

③ 종합적 접근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추진하는 경우 [포르투갈, 벨기에(프랑스어권)]

출처: 김기헌(2010)

적절한 접근법

적절한 이유

해당 접근법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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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측면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에 따른 개선방안을 <표 4>와 같이 구조화한 내용입니
다. <표 4>에서 21세기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영역별로 3가지를 선정하
여 우선순위를 숫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4>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영역에 따라 :
초･중등교육 영역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평가

대학교육 영역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교과 중심 접근/범 교과 접근)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에 역량 강화
내용 포함/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제공)

②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내용 구성

②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편

③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③ 관련기관과의 교육내용 연계

④ 교과 교육내용의 최소필수화
(minimum essentials)

④ 글로벌 경험의 확대를 위한 해외연수 및 봉사활동
지원

⑤ 전문 직업교육프로그램 활성화

⑤ 인문학 등 교양교육 강화

⑥ 예체능 활동 시간의 확대

⑥ 이론적 기초와 실습의 균형

①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협동학습
활성화

①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

② 역량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사 연수

② 핵심역량 관련 전문가 활용(산학연계를 포함하며
관련기관과의 연계)

③ 학습자 주도 학습 강조

③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관련 연구
및 교수 교육

④ ICT 및 미디어 활용 활성화

④ 온 ･ 오프라인 교육의 적절한 배분 및 활용･스마트
캠퍼스 구축

⑤ 관련기관과의 연계

⑤ 진로 관련 개별 상담 및 멘토링

① 다방면의 전인적 평가 확대

① 상대평가 제도의 완화

② 관찰을 통한 질적 평가 확대

②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③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③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점이 아니라 질적 피드백
으로 제공

④ 수행평가 및 서술형 평가 강화

④ 평가 주체의 다양화: 교수 외에 현장실무자 또는
전문가/동료의 평가 반영

⑤ 평가 주체의 다양화: 자가 평가 및 동료, 학부모의
평가 반영

⑤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⑥ 준거지향평가(절대평가)의 확대

⑥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대학에서 성취해야
할 역량과 그 수준을 합의하여 평가

⑦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⑦ 집단 단위 평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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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영역
1순위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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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대학교육 영역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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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우리나라 맥락에서 요구되는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
영역별(교육 제도, 교수 인력, 학력 자격 제도, 교육 인프라, 교육 재정, 교육 거버넌스 등) 답
변을 구조화한 내용입니다. <표 5>에 제시된 정책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3가지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숫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5> 정책영역별 학습생태계 구축방안
교육 제도

교수 인력

① 정규학습 영역의 경계 완화

① 교대나 사범대 인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 확대

② 학제의 유연성 확보

② 교수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③ 학교와 일터의 호환성 확대

③ 교원 일인당 학생 수 축소

④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

④ 교수인력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조치
⑤ 외부 학습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코디네이터 활용

학력 자격 제도

교육 인프라

①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학력인정제도 정비

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용

② 국가가 독점하여 학력 및 자격을 인증하는 체계 완화

② ICT를 활용한 도구적 인프라 확충

③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및 호환성 강화

③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질 관리

④ 국가직무능력 기준 전문학위제 실시

④ 개인 연구실, 프로젝트 작업 공간 등 학습 환경 개선

교육 재정

교육 거버넌스

① OECD평균 수준으로 교육 재정 확대

① 정규학교 - 지역사회 - 기업 - 민간교육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

②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금 개발

② 단위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 참여 제도화

③ 학습자의 미래고용주로부터의 지원 확보

③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④ 급식비를 포함한 교육복지 관련 비용은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전담

④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체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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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교육 제도
교수 인력
학력 자격 제도
교육 인프라
교육 재정
교육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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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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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우리나라 맥락에서 요구되는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
대상별(학령기 학생, 청년층, 여성, 취약계층, 일반 성인, 고령자 등) 답변을 구조화한 내용입
니다. <표 6>에 제시된 정책대상별 학습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3가지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숫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6> 정책대상별 학습생태계 구축방안

학령기 학생

청년층

①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①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②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② 학점인증제, 자격인정제의 활성화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제공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④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 제공

④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제공

여성

취약계층

① 여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① 취업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

② 경력단절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의 교육 제공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③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교육 활용
교육 제공
④ 육아휴직, 자녀 돌봄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
일반 성인

④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고령자

①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평생교육소득환급제, 학습
①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휴가제 등의 제도 구축
② 취업 및 문화인 육성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의 다양성 ② 젊은 세대에게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봉사할 수
확보
있는 기회 마련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③ ICT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 제공
④ 재능기부를 통한 성인학습자공동체 구축

④ 교육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을
활용

⑤ 지역사회 도서관, 학교 등을 교육기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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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순위

3순위

학령기 학생
청년층
여성
취약계층
일반 성인
고령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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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델파이 3차 조사지

21세기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3차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델파이 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연구에서 한국
형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의 수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 교육 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번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의 응답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설문 및 문항이
제시됩니다. 질문을 잘 읽고 우선순위에 따라 숫자를 기입해 주시거나 5점 척도 상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작성하신 설문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iamaini@kedi.re.kr로 월

일( 요일)까지 회송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choisangduk@kedi.re.kr / 02-3460-0646
∙ 담 당 자 : 김경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조원)
iamaini@kedi.re.kr / 02-346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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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다음 핵심역량에 대하여 초 ･ 중 ･ 고교에서의 중요도와 학교에서의 핵심역량 교육의 수준을 5
점 척도 상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역량의 중요도
범주

사고방식
(Ways of
Thinking)

직무수행방식
(Ways of
Working)

역량

핵심역량 교육의 수준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창의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비판적 사고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기주도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의사소통능력･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ICT 활용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글로벌 시민의식
사회생활방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Ways of Living
in the World)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인성 함양(예: 공감･도전 정신)

2. 다음 핵심역량에 대하여 대학교에서의 중요도와 대학교에서의 핵심역량 교육의 수준을 5점 척도
상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역량의 중요도
범주

사고방식
(Ways of
Thinking)

직무수행방식
(Ways of
Working)

역량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창의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비판적 사고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기주도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의사소통능력･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ICT 활용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글로벌 시민의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회생활방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Ways of Living
in the World)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인성 함양(예: 공감･도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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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1･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
다. 다음 내용이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어느 정
도 중요한지 5점 척도 상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교과 간 통합 교육과정 개발

①

②

③

④

⑤

2

범 교과 접근방식의 핵심역량교육에 관한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①

②

③

④

⑤

3

현직 교원 연수 및 교원 양성 체계의 점진적 개편

①

②

③

④

⑤

4

수능을 포함한 평가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5

교과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역량과 범 교과 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는 역량 정립

①

②

③

④

⑤

6

학년 간 통합적 연계 강화(초등학교를 6학년제 대신
2 또는 3 등급 체제로 운영)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내외 교육의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디지털 환경의 제공

①

②

③

④

⑤

9

대학의 교양교육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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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학습생태계 모형

4. 지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규학습과 기존교육기관(1영
역)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규학습과 기존교육기관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영역에 따라 각
각 우선순위를 숫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순위까지는 적어주셔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 영역>

내용

1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교과 중심 접근/범 교과 접근)

2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내용 구성

3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4

체험학습･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협동학습 활성화

5

역량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사 연수

6

학습자 주도 학습 강조

7

다방면의 전인적 평가 확대

8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9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초･중등
교육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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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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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 영역>

내용

1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교과목에 역량 강화내용 포함/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제공)

2

인문학 등 교양교육 강화

3

이론적 기초와 실습의 균형

4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

5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관련 연구 및 교수자 교육

6

핵심역량 관련 전문가 활용(산학연계를 포함하며 관련기관과의 연계)

7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점이 아니라 질적 피드백으로 제공

8

역량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적용

9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1순위

대학
교육 영역

2순위

3순위

5. 지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
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학습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의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숫자로 기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순위까지는 적어주셔야 합니다.
내용
1

질적으로 우수한 신규교육기관 발굴 및 육성

2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실제 직업 환경에서 활동 중심의 교육 제공

4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도자를 교사로 활용

5

방송(EBS) 및 온라인 학습과 정규학습과의 연계 확대

6

비정규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 필요

7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기부의 활성화

1순위

2순위

3순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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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핵심역량 범주화 구분(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역량

1

2

3

4

238

글로벌 시민의식

문제해결능력 ･ 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갈등 관리 및
해결능력

범주명

빈도(회)

도덕적 능력

1

조직이해역량

1

사회생활능력/사회적 핵심역량/사회생활방식(2)

4

글로벌 역량

1

직무방식 및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1

1차적 역량(기본 밑바탕이 되는 역량)

1

직업적 역량/사회실무역량(또는 사회적 전문역량)/실무역량

3

사회적, 세계적 시민 능력과 방식/세계에 대한 태도

2

공동체, 사회참여

1

커뮤니케이션 능력

1

대인관계 역량

1

행동

1

사고방식(7)/사고능력/사고지향능력/자신의 사고, 행동 영역

10

직무능력/실무역량

2

창의능력

1

1차적 역량(기본 밑바탕이 되는 역량)

1

직무수단/직업기술적 핵심역량

2

사회적, 세계적 시민 능력과 방식

1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1

자율적 행동능력/자신의 판단 및 행동 능력

2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집단핵심역량

2

문제해결역량

1

생각하는 역량/사고방식(4)

5

학습능력

1

1차적 역량(기본 밑바탕이 되는 역량)/기본역량

2

자율적 행동능력

2

개인핵심역량/개인적 능력/개인적 영역

3

문제해결역량

1

직무방식(9)

9

사회적 능력(2)/대인 간 상호작용 능력/이질집단과의 소통역량/사회적
기초역량/사회적 상호작용 능력(2)/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 능력

8

도구적 핵심역량

1

관계지향능력

1

의사소통능력/커뮤니케이션 능력

2

2차적 역량(기본 밑바탕이 되는 1차적 역량 위에 업무적으로 쌓아나가
야 하는 역량)

1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핵심역량

5

6

7

8

9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인성 함양

자기주도성

ICT 활용 능력

창의력

범주명

빈도(회)

직업기술적 핵심역량

1

개인적 역량/개인핵심역량/개인적 능력/개인적 영역

4

대인관계역량/타인과의 관계 영역

2

사회생활방식(4)

4

개인적능력/개인핵심역량

2

자기개발지향능력/자기개발능력/자신 역량 키우기/자기개발능력

4

사회생활능력

1

사고방식

1

자율적 사고능력

1

도구활용능력/도구적 핵심 역량

3

진로직업 기초능력

1

사고방식

1

직무방식,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1

사고방식(6)

6

개인적능력(2)/개인개발역량/개인영역/개인적 역량/개인핵심역량

6

생활방식

1

자기실천능력/자기주도적 역량 강화/자율적 행동능력(2)/자신 역량 키
우기/자신의 사고, 행동 영역

6

학습능력

1

1차적 역량(기본 밑바탕이 되는 역량)/기본역량/기초적(공통적) 핵심역
량/기본역량

4

직업 및 직무 능력/직업 및 진로 영역

2

자신과 사회와의 연계강화능력 또는 상호작용 능력

1

도구적 핵심역량

1

도구활용능력(3)/다양한 도구 활용 범주/정보 활용하기

5

사고지향능력

1

직무수단(5)

5

자기실천능력

1

지식, 정보능력

1

2차적 역량(기본 밑바탕이 되는 1차적 역량 위에 업무적으로 쌓아나가
야 하는 역량)/사회실무역량/직업역량

3

개인적 역량/개인적 능력

2

진로직업기초능력/직업기술적핵심역량/직업적 능력/직업 및 진로 영역

4

자신과 사회와의 연계강화능력 또는 상호작용 능력

1

사고능력/생각하는 역량/사고방식(11)

13

직무수행역량

1

개인영역/개인역량/개인핵심역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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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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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범주명

빈도(회)

창의능력

1

자신에 대한 성찰/자신의 역량 키우기/자율적 행동능력

3

기초적(공통적) 역량

1

도구활용능력

1

문제해결역량

1

직업 및 진로 영역

1

도덕적 능력

1

상호작용 능력/사회적 역량/사회생활방식(2)/사회의식/대인 간 상호작
용 능력/조직생활협력방식/자신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 또는 상호작용
능력/집단핵심역량

9

다양성 능력

1

개인적 능력

1

시민사회적 핵심역량/사회적 핵심역량/세계에 대한 태도/시민적 영역

4

직무방식/직무수행역량

5

사회적 능력(2)/사회적 역량/조직생활협력방식/사회적 상호작용능력/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능력/집단과의 상호작용 능력/집단핵심역량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능력 또는 사회생활방식/
사회적 핵심역량/상호작용능력

11

생활방식

1

대인관계능력

2

1차적 역량(기본 밑바탕이 되는 역량)

1

직업기술적 핵심역량/실무역량

2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부록 5> 인사담당자 설문조사지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담당자 여러분의 답변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과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연구”에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choisangduk@kedi.re.kr / 02-3460-0646
∙ 담당자 : 김경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조원)
iamaini@kedi.re.kr / 02-3460-0497

기업명

직급

성명

업 종

이메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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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정의 및
특징을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된 역량 중에서 21세기 창조경제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 세 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② 글로벌 시민의식

③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④ 비판적 사고력

⑤ 의사소통능력･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⑥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⑦ 인성 함양

⑧ 자기주도성

⑨ 창의력

⑩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⑪ ICT 활용 능력

[참고]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정의 및 특징
･ 창의성이 경제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Hawkins, 2001)
･ 기술 및 지적재산과 상호작용하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UN, 2010)
･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박근혜
정부, 2012)

2. 다음에 제시된 핵심역량에 대하여, 귀사의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도와 귀하가 생각하는 (대)학교
에서의 핵심역량 교육의 수준을 5점 척도 상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사고방식
(Ways of
Thinking)
직무수행방식
(Ways of
Working)

역량

(대)학교에서의
핵심역량 교육의 수준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창의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비판적 사고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제해결능력･의사결정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기주도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의사소통능력･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ICT 활용 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협업능력･대인관계능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글로벌 시민의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회생활방식 인생 및 진로 개척 능력
(Ways of living
in the world)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인성 함양(예: 공감･도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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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시
핵심역량의 중요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Ⅰ)

3. 앞에서 언급한 핵심역량을 (대)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4.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다음 내용의 중요도를 5점 척도 상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내용 이외의 다른 제안이 있다면 기타 란에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역량 중심의 고등교육과정 편성

①

②

③

④

⑤

인문학 등 교양교육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프로젝트 및 토론 방식 수업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기업 공모 프로젝트 수행을 대학교육과 연계

①

②

③

④

⑤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관련 연구 및 교수 교육

①

②

③

④

⑤

핵심역량을 평가의 요소로 반영

①

②

③

④

⑤

역량의 발전 정도를 학점이 아니라 질적 피드백으로 제공

①

②

③

④

⑤

내용

[기타 의견]

5.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와 사회의 협력에 기반 한 학습생태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참고] 학습생태계(learning ecosystem)의 정의 및 특징
･ 자연생태계 개념을 교육에 적용한 용어로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교육 공급자 간에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적 인프라에 의해 유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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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으로 다음 내용의 중요도를 5점 척도 상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내용 이외의 다른 제안이 있다면 기타 란에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교수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 확대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교육 형태에 대한 학력인정제도 정비

①

②

③

④

⑤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및 호환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활용

①

②

③

④

⑤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 재정 확대

①

②

③

④

⑤

정규학교-지역사회-기업-민간교육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내용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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