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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identify environmental management expert’s competencies, to analyze educational need, 
and to improve curriculum of 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nvironmental 
experts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rough ‘the right people’ of the 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environmental 
management businessma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maker, environmental management international cooperator. 
This study selected three high-performers of each categories through recommendation and made them build a competency 
model for what the high-performer’s behavioral characteristics is. And the educational needs analysis was carried out 
by practitioner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ield. This study ordered the priority of educational needed competencies 
by method of Borich’s proposal. The high priority of competencies that should be educated preferentially are as follows: 
responding to environmental policy, analyzing domestic & foreign environmental policy and desig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To be secure the consistency with the field need and university curriculum, it is needed to find 
various intervention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and to improve curricula focused on specific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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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된 산
업화는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을

제공하였으나, 산업화 사회의 대량생산에 따라
대량유통, 대량소비, 대량폐기물 등이 발생하였
고, 이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

를 낳았다. 심각한 환경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기업에서도
환경 문제를 단순히 법적 규제에 대응하는 차

원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인
식하게 되면서 기업에서의 환경 교육은 더욱 중

요해지게 되었다(김광태, 1994).
환경경영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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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련의 경영활

동을 의미한다(이병욱 등, 2005). 환경경영에 대
한 관심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
루기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외뿐 아니라 국내 대학에도 환경문제를 생각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하여 환경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

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역량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과정은 사회현실과 괴리된

지식과 학문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학의

졸업장은 더 이상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

과 관련한 논의에 ‘역량’이라는 단어가 자주 회
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교육에서 역량기
반 교육과정 개발을 적용하는 시도가 호주, 캐
나다 등의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박민정, 2008; Choudaha, 2008). 이와 같은 배경
에서 강조되고 있는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은 교육과정의 개인적,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
고, 학습자의 역량 형성을 교육과정의 핵심에

둠으로써 명제적 지식을 넘어 암묵적 지식, 체
화된 지식, 경험적 지식을 강조할 수 있다(박민
정, 2008).   

2010년 서울대학교에서는 지구환경문제를 생
각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
학, 공학, 농학, 산림학, 보건학, 경영학 등의 여
러 학문이 연합하여 연합전공 글로벌 환경경영

학 과정을 개설하였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글

로벌환경경영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전공 학

생 19명을 대상으로 전공을 선택한 동기와 전
공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보다
졸업 후 진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적이

고 실제적인 지식, 스킬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찬과 이재은, 2012). 이러한
요구는 대학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기

법의 확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병욱

(2006)은 대학의 환경경영 교육의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환경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환경경영 교육발전

을 위한 제언으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환경경영 교육의

실질적, 실무적 교육과정으로의 개선을 위해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을 규명하고,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 요구수준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

으로 환경경영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안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환경경영 교육과정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작으로 바젤협
약,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 각종 환경 관
련 국제협약들이 체결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경

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경영 교육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대학을 중심으로

환경경영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나, 이른바 리
우선언(Rio Declaration)이 있었던 1992년 전후

로 UCLA, Harvard, MIT, Pennsylvania(Wharton), 
Wisconsin, Emory 등 유수의 대학교와 경영대학
을 중심으로 환경경영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

써 본격적인 환경경영 교육의 시대를 열게 되

었다(이병욱, 2006). 
우리나라의 환경경영 교육은 1996년 한양대학

교 환경대학원의 환경경영 고위정책과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
술원(KAIST), 서울대학교, 광운대학교, 상지대학
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환경경영 교육과정을 운
영해 오고 있다(표 1). 윤순진 등(2012)은 환경
경영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에서 우리

나라 환경경영 교육과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2000년 이전에 개설된 교
육과정은 개설한 후 몇 년 되지 않아 과정 운영

을 중단하거나 통합한 반면, 2000년 이후 환경
경영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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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둘째, 국내 대학의 환
경경영 교육과정은 주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하는고위정책과정이나최고경영자과

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학부 학생들
을 대상으로 개설된 환경경영 교육과정이 드물

다는 점에 미루어 환경경영학이 우리나라에서

단일 학문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즉, 우리나라의 환경경영 교육은 학계보다
는 산업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환경경영

관련 전문가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학이 부응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대학
의 환경경영 교육 과정이 보다 전문화되고 체

계화되기 위해서는 학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

육과정과 교과목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이 과
정에서 산학연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였다.

2. 역량기반 교육과정

가. 역량의 개념

기업의 인사관리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량의 개념은 ‘개인 혹은 조직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찰 가능하고, 측

표 1. 국내 대학 주요 환경경영교육 과정 운영 형태와 특징

대학명 연도 대학(원), 전공 과정명(과목명) 비고

한양대학교 1996년 환경대학원 환경경영 고위정책과정 1999년 중단

연세대학교
1997년 경영학과 (환경경영론) 1998년 중단

1998년 경영대학원 (환경경영론) 2004년 중단

한국과학기술원 1998년 테크노경영대학원 Green MBA 지원자 감소로 일반 MBA과정에 통합

광운대학교 2003년 환경대학원 환경경영전공 MBA과정이 아님에도 박사과정 없음

상지대학교 2005년
경영학과

회계정보학과

(환경물류)

(환경경영)

모든 전공에 환경 관련 강의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개설

인하대학교 2009년 경영대학원 지속가능경영 MBA 2011년 과정명 변경

서울대학교

2001년 환경대학원 CEO 지속가능경영 포럼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2007년 과정명 변경

2010년 연합전공 글로벌 환경경영학
14개 학과와 3개 전문대학원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융합학문 성격

출처: 윤순진 등(2012). 환경교육과 환경경영의 접점, 환경경영교육의 현황과 과제. 환경교육, 25(1), 25-34.

정 가능한 개인의 성과 창출 행동’이다. Boyatizis 
(1982)는 역량이란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

한 동기, 기술, 자아상, 사회적 역할의 한 부분
또는 지식체계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라

고 하였으며, Spencer와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

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인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Parry(1996)는
역량에 대한 정의를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 성과와 관
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

과 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
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라고 하였다. 즉, 역량은 조직 환
경 속에서 직무의 질적 성과나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나
아가 조직의 미션 및 전략을 달성하고, 바람직
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
술, 태도의 총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찬 등, 2009; Lee, 2011).

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역량기반 교육과정(CBC; Competency-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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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의 개발은 1992년 미국의 모토로라
에서 포괄적 의미의 업무 수행 체계 안에서 시

의적절한 다양한 학습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는 인식에서 개발한 기법으로(김진모, 2001), 
특정업무의 수행을 통해 달성해야할 성과를 산

출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의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법이다(현영섭 등, 2008). CBC의
핵심은 지식을 획득하는 정도가 아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어떤 직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CBC 기법은 특히 특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는 고성과자의 역량과 회사의 전략적 관점

에서 역량 개발의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는 과

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

직의 비전과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향상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법에 정형

화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김진모, 2007),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는 1992년부터 모토
로라대학(Motorola University)에서 사용한 방법
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진모, 2001). 
모토로라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은 조

직이 기대하는 최종 성과인 목적(goal)을 정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목적에 대한 정의가

그림 1. 모토로라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

내려지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

(objectives)를 규명하고, 이러한 목표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해낸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각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
을 규명하고, 도출된 역량 중 교육과정으로의

개발이 필요한 역량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

해 요구분석을 실시한다(그림 1). 요구란 일반

적으로 현재 상태(as is)와 바람직한 상태(should 
be)의 격차(gap)를 의미하며, 요구분석은 현재 수
준과 바람직한 수준(또는 중요도) 사이의 차이
를 규명하고, 이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해결
순위를 결정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이

다(조대연, 2009).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경영학 전공의

인재상에 근거하여 환경경영 전문가의 범위를

한정지었다. 서울대학교 환경경영학 전공의 인
재상은 첫째,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기

업인, 둘째,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정책결정자, 셋째, 지구 차원의 공생․공영을 견
인하는 국제협력전문가로 구성되고,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환경경영 전문가는 환경경영 기

업인, 환경경영 정책결정자, 환경경영 국제협력



214  환경교육, 25권 2호, pp. 210-223(2012. 6)

가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모토로라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방법에 따라 역량모델링과 교육요구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즉, 역량모델링을 통해 환경경
영 전문가의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
구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으로의 개발이 필요

한 역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연
구팀에서 개발한 역량과 서울대학교의 글로벌

환경경영학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얼마

나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 역량에 기반한 교

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영 전문가 역량, 교육요구도, 
교육과정과 역량의 부합도 결과자료를 바탕으

로 서울대학교의 교수진, 환경경영 전문가, 교
육과정 개발 전문가들이 참석한 전문가 협의회

를 실시하여 서울대학교의 교육과정 개선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다. 

1. 역량모델링의 연구대상 및 절차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전

문가 패널을 활용하였다. 환경경영 분야를 이끌
고 있고, 인지도가 있는 기관의 환경경영 담당자
를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환경경영학 전공의 학생들이 향후 일하고 싶은

기업을 일차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교수진의 추천을 이차적으로 받아 전문

가 패널을 선정하였다. 서울대학교 환경경영학
전공의 학생과 교수진에게 추천을 받아 선정된

9명의 전문가 패널은 표 2와 같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13일 금요일에

역량모델링 워크숍을 실시하여 환경경영 전문

가의 역량을 도출하였다. 역량모델링 워크숍은
전문가 패널들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

해 환경경영 전문가의 최종 목적과 세부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도
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역량모델링 워크
숍을 통해 작성된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 초

안은 이메일을 활용하여 수정․보완을 거친 후

역량모델링의 경험이 많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전공 박사 2인에

표 2. 환경경영 전문가 패널

구분 기관 직급 이름

환경경영

기업인

A 팀장 백○○

B 팀장 옥○○

C 팀장 조○○

환경경영

정책결정자

D 팀장 노○○

E 실장 김○○

F 행정사무관 박○○

환경경영

국제협력가

G 팀장 이○○

H 과장 한○○

I 차장 정○○

게 타당성을 검토 받아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

량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2. 교육 우선순위 분석의 연구대상 및 절차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 우선순위를 도출하

기 위하여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별 중요도와

현재 수행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바람직한 수준에 가중치를 주어

결과 값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Borich의 요구도
공식에 따라 분석하였다.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의 모집단은 환경경영 분야의 근로자 전체

이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되지 않아 모집단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유의표집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 서울대학교 환경경영학 전공 교
수진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기업, 유관기관, 정
부 부처 등 100개 기관에 종사하는 300명을 표
집하였다. 2011년 7월 19일부터 2011년 7월 29
일까지 이메일 및 웹을 통해 역량모델링을 통

해 도출된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별 중요도와

현재 수행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211개(회수율 70.3%)의 설문지가 회수되
었으며, 7개의 불성실 응답 자료를 제외한 204
개(유효응답률68.0%)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

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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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육 우선순위 분석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명(%)

환경경영 기업인 환경경영정책결정자 환경경영국제협력가 전체

성별
남자 87(90.6) 45(80.4) 45(86.5) 177(86.8)

여자 9( 9.4) 11(19.6) 7(13.5) 27(13.2)

연령

30세 미만 2( 2.1) 11(19.6) 7(13.5) 20( 9.8)

30세～39세 29(30.2) 5( 8.9) 23(44.2) 57(27.9)

40세～49세 45(46.9) 21(37.5) 7(13.5) 73(35.8)

50세～59세 20(20.8) 16(28.6) 15(28.8) 51(25.0)

60세 이상 0( 0.0) 3( 5.4) 0( 0.0) 3( 1.5)

경력

5년 미만 29(30.2) 16(28.6) 22(42.3) 67(32.8)

10년～15년 16(16.7) 3( 5.4) 8(15.4) 27(13.2)

15년～20년 20(20.8) 5( 8.9) 22(42.3) 47(23.0)

20년～25년 20(20.8) 21(37.5) 0( 0.0) 41(20.1)

25년 이상 11(11.5) 11(19.6) 0( 0.0) 22(10.9)

계 96(100) 56(100) 52(100) 204(100)

3. 역량-교육과정 연계성 분석의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팀에서 도출한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

이 A 대학의 글로벌 환경경영학 전공 교육과정
과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경영학 전공 교수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 교과목의 각

주차별 주요 학습 내용을 기술하게 한 다음 해

당 내용이 환경경영 전문가의 각 역량을 다루

고 있는지 마킹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

며 전체 교과목의 수, 주요 학습 내용의 수와
해당 역량에 마킹된 교과목의 수, 주요 학습 내
용의 수를 비교하여 환경경영 전문가 역량 중 교

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역량을 도출하였다. 
2012년 1월 16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약

2주간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와 방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의 글로벌 환경경영학

전공에는 총 38개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신규로 개설된 15개의 과목을 핵심과목
으로 선정하여 주로 이 과목에 대한 설문을 진

행하였다. 총 11개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 1개의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하고, 10개
교과목에 대한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1.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모델링

환경경영전문가역량도출결과, 환경경영기업
인, 환경경영 정책결정자, 환경경영 국제협력가
별로 각각 6개, 7개, 10개로 총 23개의 역량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역량은 각 역량별 정의와 해
당 역량에 포함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요약하
고, 숙련도를 초임자, 중급자, 전문가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행동지표를 서술하는 방식

으로 정리하였다(표 4).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
모델링 결과, 도출된 각 분야별 역량은 표 5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환경경영 기업인의 최종 목적은 환경적 악영

향의 최소화와 선도적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수행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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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모델링 결과 예시

환경경영전략 수립 역량

정의: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

(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선진사례와의 수준 차이를 분석

하여 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그에 따른 실천 활동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환경 관련 법규의 이해

․기업 환경경영 전략의 선진사례 이해

․사업전략 수립 절차의 이해

․정보수집 기술

․자료정리 기술

․프레젠테이션 기술

․사업기획 기술

․외국어 능력

․치밀함

․침착성

․대범함

․논리력

숙련도 행동지표

초임자

(Beginner)

① 환경경영 관련 동향 및 선진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회사의 환경경영 관련 활동과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중급자

(Intermediate)

① 환경경영 관련 동향 및 선진사례에서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② 회사의 환경과 관련된 강점(S), 약점(W), 기회(O), 위기(T)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전문가

(Expertise)

① 회사의 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회사의 환경경영 전략에 따른 신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국내․외 환경경영

동향 파악, ②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 ③ 기업 내
환경경영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④ 기업 내 환
경관리, ⑤ 환경경영 관련 홍보 활동, ⑥ 환경 편
익 예측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환경 관련 법규 해석 역량, 신규 투자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역량, 환경경영전략 수립 역량, 
환경관리 역량, 환경홍보전략 수립 역량, 환경
정책대응 역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영 정책결정자의 최종 목적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환경보존과 개발의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분석 및 개발하

여 채택하고, 현 정책을 국내․외로 파급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경영 정책

결정자는 ① 국내․외 환경경영 정책 동향 파악, 
② 환경경영 기초 자료 구축, ③ 환경정책 수립
및 제도화, ④ 환경정책 전파 등의 직무를 수행
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서 요구되는 역
량으로는 국내․외 환경정책 분석 역량, 국외 
정책의국내수용가능성검토역량, 환경통계 DB 

(Data Base) 구축 및 분석 역량, 환경기술 DB 
구축 및 분석 역량, 전문가 의견 수렴 역량, 환
경 관련 제도화 역량, 환경정책 전파 역량 등이
도출되었다.
환경경영 국제협력가의 최종 목적은 세계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환경분야와 관련된 국제

사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
경경영 국제협력가는 ① 국내․외 환경분야 회

의 개최 및 참여, ② 환경정책 자문, ③ 국민의
환경인식 제고, ④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⑤ 국제환경협력사업 수행 등의 직무를 담당해

야 한다.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국내․외 환경분야 동향 파악 역량, 
국내․외 환경분야 회의 기획 역량, 국내․외
환경분야 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역량, 환경분야
정책자문 역량, 환경이슈 홍보 역량, 국내 기업
의 환경경영 수준파악 역량, 환경경영 교육 프
로그램 운영 역량, 국제환경협력사업 타당성 검
토 역량, 국제환경협력사업 설계 역량, 국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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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

구분 역량 정의

환경

경영

기업인

환경 관련

법규 해석 역량

환경 관련법의 종류, 구조 및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

여 법규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신규투자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역량

신규투자 또는 사업 개발에 따른 재무적 관점을 포함한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

음, 생태계 등 각 환경요인의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환경경영전략

수립 역량

기업의환경과 관련된강점(S), 약점(W), 기회(O), 위기(T)와 선진사례와의 수준차이를

분석하여 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그에 따른 실천 활동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환경관리 역량
사업장 내의 환경 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고, 향후 환경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환경경영 홍보전략

수립 역량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작하는 등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능력

환경정책 대응 역량

국내․외의 환경 관련법과 규제 등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규제 재정 및 개정에 기업의 입장을 주장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환경

경영

정책

결정자

국내․외 환경정책

분석 역량
국내․외의 다양한 환경정책 및 동향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할 수 있는 능력

국외 정책의 국내 수용

가능성 검토 역량

각국의 환경정책이 국내의 정책 및 제도, 또는 국내 기업의 경영전략에 도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환경통계 DB 구축

및 분석 역량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환경통계 DB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환경기술 DB 구축

및 분석 역량

환경보존과 개발을 위한 현재의 기술, 신기술, 미래의 기술에 대한 DB를 구축하

고, 이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전문가 의견

수렴 역량

환경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환경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의

견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청취하여 이를 수렴할 수 있는 능력

환경 관련 제도화

역량

국내의 환경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

부적인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능력

환경정책 전파 역량 수립된환경정책이실효성있도록다른국가나기업및국민들에게전파할수있는능력

환경

경영

국제

협력가

국내․외 환경분야

동향 파악 역량
국제사회의 환경이슈에 대한 국내․외의 대처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국내․외 환경분야

회의 기획 역량

환경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논의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따라 회의를 구

성하며,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는 능력

국내․외환경분야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역량

국내․외 환경분야의 회의에 참석한 후 주요 논의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환경분야

정책자문 역량

환경분야와 관련된 정부 부처나 연구소에서 국제협력과 관련된 자문을 요청하였

을 때 전문적인 지식 및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

환경이슈

홍보 역량

환경이슈의 국내․외적 중요성을 파악 및 분석하여 이를 이해관계자(기업, 국민

등)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국내기업의 환경경영

수준파악 역량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도와 실 사

례를 업종별․규모별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환경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국외의 환경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교

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국제환경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역량

협력대상국의 국제환경협력사업 요청서를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

국제환경협력사업

설계 역량

PDM(Project Design Matrix)를 활용하여 국제환경협력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

고, 이에 따른 활동과 자원을 배분하며, 사업의 영향요인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성과

지표를 점검하는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국제환경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국제환경협력사업 운영 시 사업추진일정, 예산 및 부문별 시행업체를 관리․감독하

고, 연도별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중간 및 종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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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등이 있다.

2.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 우선순위

환경경영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 직무

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

해 환경경영 기업인 96명, 환경경영 정책결정

표 6.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 우선순위

구분 역량 중요도1)
현재

수행도1)
요구도2)

교육

우선순위

환경

경영

기업인

환경 관련 법규 해석 역량 3.79 3.56 0.88 4

신규투자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역량 3.65 3.30 1.27 2

환경경영 전략 수립 역량 3.79 3.49 1.15 3

환경관리 역량 3.63 3.60 0.08 6

환경경영 홍보전략 수립 역량 3.70 3.53 0.60 5

환경정책 대응 역량 3.72 3.37 1.30 1

환경

경영

정책

결정자

국내․외 환경정책 분석 역량 4.57 4.14 1.79 1

국외 정책의 국내 수용가능성 검토 역량 4.33 3.90 1.70 3

환경통계 DB 구축 및 분석 역량 3.90 4.10 -0.68 7

환경기술 DB 구축 및 분석 역량 3.86 3.76 0.34 6

전문가 의견 수렴 역량 4.19 3.90 1.09 5

환경 관련 제도화 역량 4.48 4.05 1.75 2

환경정책 전파 역량 4.29 3.95 1.30 4

환경

경영

정책

협력가

국내․외 환경분야 동향 파악 역량 4.43 4.14 1.27 3

국내․외 환경분야 회의 기획 역량 4.00 4.29 -1.14 10

국내․외 환경분야 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역량 3.86 4.14 -1.10 9

환경분야 정책자문 역량 4.57 4.43 0.65 4

환경이슈 홍보 역량 3.86 3.71 0.55 7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 파악 역량 4.14 4.00 0.59 5

환경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4.14 4.00 0.59 5

국제환경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역량 4.43 4.00 1.90 2

국제환경협력사업 설계 역량 4.29 3.29 4.29 1

국제환경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4.00 4.14 -0.57 8

1) 1=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높음, 5=매우 높음

2) Borich의 요구도 =사례수
중요도현재수행도×중요도

자 56명, 환경경영 국제협력가 52명을 대상으

로 각 역량의 필요한 정도(중요도)와 현재 역량
의 수행수준(현재 수행도)을 확인하고, 둘 간의
격차를 Borich의 요구도 공식에 의해 도출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역

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표 6).
환경경영 기업인의 경우 환경 관련 법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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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환경경영전략 수립 역량이 가장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환경

관리 역량과 환경 관련 법규 해석 역량의 수행

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요도가 높
았던 환경 관련 법규 해석 역량은 수행도도 높

은 편으로 나타나 교육요구도가 높지 않았으

며, 두 번째로 중요도가 높았던 환경정책 대응
역량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 신규투자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역량, 환경경영전략 수립역량, 환경 관련
법규 해석 역량, 환경경영 홍보전략 수립 역량, 
환경관리 역량의 순으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영 정책 결정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

요도와 교육요구도 우선순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외 환경정책 분
석 역량과 환경 관련 제도화 역량이 가장 중요

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국
내․외 환경정책 분석 역량과 환경통계 DB 구
축 및 분석 역량의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현재 수행도와 중요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교육요구도가 높은 역량은

국내․외 환경정책 분석 역량과 환경 관련 제

도화 역량이었고, 그 다음으로 국외 정책의 국
내수용가능성 검토 역량, 환경정책 전파 역량, 
전문가 의견 수렴 역량, 환경기술 DB 구축 및
분석 역량, 환경 통계 DB 구축 및 분석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영 국제협력가의 경우 환경분야 정책

자문 역량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았으나 수
행도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리치 공식에
근거한 우선순위 도출 결과, 국제환경협력사업
설계 역량이 교육과정 개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뒤를 이어 국제환경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역량, 국내․외 환경분야 동향 파
악 역량, 환경분야 정책자문 역량,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파악 역량, 환경경영 교육 프로

그램 운영 역량, 환경이슈 홍보 역량, 국제환경
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국내․외 환
경분야 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역량, 국내․외
환경분야 회의 기획 역량 순으로 제시되었다.

3. 환경경영 전문가 역량과 서울대학교의 교육

과정 간 연계성 분석

환경경영 전문가의 요구되는 역량을 서울대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지, 
그 양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7은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과 해당 역량을 교
육과정에서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녹색
경제의 이해, 지구환경과 에너지문제, 환경정책
입문, 지구화시대의 환경과 사회, 숲가꾸기와
생태관리학 및 실험, 국토 및 지역계획, 환경경
영과 지속가능성 분석, 환경경영학, 환경경영실
습의 총 10개의 교과목이 다루고 있는 전체 콘
텐츠 수는 20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과
목에서 환경경영 전문가의 각 역량을 향상시키

기 위한 교육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무 전문가들의 교육요구
도가 높은 일부 역량들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영 전문가의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환경경영 기업인의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환경정책 대응 역량’은 전체 콘텐츠 수 중
해당 역량을 다루고 있는 학습내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요구 우선순
위가 2위인 ‘신규 투자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역량’에 대한 학습내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추가 개발이
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
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중 기업

의 신규 투자 사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사례를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거나, 
교육과정 외 세미나, 소모임 등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영 정책결정자의 경우 먼저 ‘환경정책

입문’이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우선
순위가 높은 ‘국내외 환경정책분석 역량’과 ‘환
경 관련 제도화 역량’을 다루고 있는 교과목 및
학습 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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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환경경영 전문가 역량과 서울대학교의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인재상 환경경영 기업인 환경경영 정책결정자 환경경영 국제협력가

역량명

환경
관련
법규
해석
역량

신규
투자에
대한
환경
영향
분석
역량

환경
경영
전략
수립
역량

환경
관리
역량

환경
경영
홍보
전략
수립
역량

환경
정책
대응
역량

국내
외
환경
정책
분석
역량

국외
정책의
국내
수용
가능성
검토
역량

환경
통계
DB
구축
및
분석
역량

환경
기술
DB
구축
및
분석
역량

전문
가
의견
수렴
역량

환경
관련
제도
화
역량

환경
정책
전파
역량

국내
외
환경
분야
동향
파악
역량

국내외
환경
분야
회의
기획
역량

국내외
환경
분야
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
역량

환경
분야
정책
자문
역량

환경
이슈
홍보
역량

국내
기업의
환경
경영
수준
파악
역량

환경
경영
교육
프로
그램
운영
역량

국제
환경
협력
사업
타당성
검토
역량

국제
환경
협력
사업
설계
역량

국제
환경
협력
사업
모니
터링
및
평가
역량

역량 중요도 1위 4위 1위 5위 3위 2위 1위 3위 6위 7위 5위 2위 4위 2위 5위 6위 1위 6위 4위 4위 2위 3위 5위

교육우선순위 4위 2위 3위 6위 5위 1위 1위 3위 7위 6위 5위 2위 4위 3위 10위 9위 4위 7위 5위 5위 2위 1위 8위

생태철학과

환경윤리(11)

0 0 10 4 4 0 10 0 0 0 4 2 2 11 0 0 5 0 0 11 0 0 0

녹색경제의이해 (15) 0 0 6 7 0 12 8 7 0 0 3 7 7 11 0 3 8 1 1 2 2 2 2

지구환경과

에너지문제(25)

22 3 13 2 2 21 20 16 0 0 0 16 1 21 9 7 14 5 4 6 15 14 13

환경정책입문(23) 2 1 8 4 1 15 6 6 2 2 3 12 4 9 0 2 4 3 2 3 3 4 5

지구화시대의

환경과 사회(15)

4 0 8 8 1 11 15 6 0 0 9 13 6 10 2 0 11 0 1 1 11 5 7

숲가꾸기와 생태

관리학및실험(42)

2 12 7 3 8 11 6 8 3 3 18 4 2 5 4 9 8 7 0 0 6 0 2

국토 및

지역계획 (13)

12 12 13 0 0 0 12 3 3 3 2 12 12 12 12 3 12 0 0 9 0 0 0

환경경영과 지속

가능성분석(14)

2 5 3 10 2 2 11 1 8 9 3 8 4 4 2 1 10 3 11 3 8 3 11

환경경영학(16) 4 3 14 8 12 12 11 1 4 8 4 6 8 13 1 0　 5 9 9 1 2 1 1

환경경영실습(32) 4 1 9 19 20 11 18 3 4 12 9 11 6 14 4 4 22 8 0　 21 9 20 3

해당역량포함 교과목수 8 7 10 9 8 8 10 9 6 6 9 10 10 10 7 7 10 7 6 9 8 7 8

해당역량포함 콘텐츠수 52 37 91 65 50 95 117 51 24 37 55 91 52 110 34 29 99 36 28 57 56 49 44

비율(%) 25.2 18.0 44.2 31.6 24.3 46.1 56.8 24.8 11.7 18.0 26.7 44.2 25.2 53.4 16.5 14.1 48.1 17.5 13.6 27.7 27.2 23.8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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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역량을 적합하게 다루어 주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환경 통계 DB구축 및
분석 역량’ 및 ‘환경 기술 DB구축 및 분석역

량’과 같은 역량은 다른 역량에 비해 포함 교과
목의 수와 학습내용의 비율이 낮아 추가 개발

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통계학과 연계한

새로운 교과목의 지정이나 교육과정 외 학내 개

설된 통계 수업의 이수를 권장하는 등의 개입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영 국제협력가의 경우, 우선순위가 가

장 높은 ‘국제환경 협력 사업 설계 역량’과 ‘국
제환경 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역량’의 경우 타
역량에 비해 포함 교과목 수 및 학습내용의 비

율이 비교적 낮아 추가 개발이나 개선이 요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우선순위로
는 중위권에 있는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
파악 역량’ 및 ‘국내외 환경분야 회의결과보고
서 작성 역량’은 타 역량에 비해 포함교과목 수
및 비율이 낮아, 추가 개발이나 개선이 요구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
해 수업과정 중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업의 환경경영 실

태나 사례를 조사하게 하는 등의 과제 중심의

개입방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환경경영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

을 규명하고, 실제 전문가들에게 인식되는 역

량별 필요수준과 수행수준을 확인하여 우선 개

발 역량을 도출하고, 이러한 내용을 대학의 교
육과정에 적용하여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시

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경영 전문가의 역량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환경경영
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이러
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능

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경영 기업가, 정책전문가, 국제협력가로 나
뉜 환경경영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행

하는 직무와 그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은 기업, 정부, NGO 단체 등 각 기관에서
환경경영전문가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

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경영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환

경경영 전문가 역량의 개발 우선순위를 밝혔다

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경영 전문가에게 요구
되는 역량 중 교육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살

펴보면, 환경경영 기업인에게는 환경정책 대응
역량과 신규투자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역량이, 
환경경영 정책결정자에게는 국내외 환경정책

분석 역량 및 환경 관련 제도화 역량이, 환경경
영 국제협력가에게는 국제환경협력사업 설계

역량과 국제환경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역량 등

이었다. 즉, 환경경영과 관련된 정책과 환경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사
업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며, 환
경경영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역량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

된다. 
셋째, 대학의 교육과정이 실무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주어진과제를해결하기위해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적

지식과 해당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능력의 습득을

강조한다(박민정, 2008). 비록 이 연구에서는 실
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교육과정의 개선 방

향을 제시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이러한 시도들
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
히 환경경영학은 우수한 인재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실제 이러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과정
이 이제 막 도입되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므

로, 실무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고 개선하여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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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환경경영 전문

가의 역량기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더욱 우수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

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역량 모델링에
서의 한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따로따로 선정하여 역량모델링

을 진행하였으므로 환경경영전문가의 공통역

량 도출과정을 생략하거나, 각 분야별 역량이

중첩되거나 수준이 상이한 등 역량 모델링 도

출과정에서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환

경경영 전문가의 실제 수행직무에서 공통적으

로 필요한 공통 역량을 추출하고, 각 분야별 전
문 역량을 규명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역량 모델링의 보완을 바탕으로 공통과정의 경

우, 대학 교육과정 중 선수 과목으로 편성하는
등의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선

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역량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분석에서 

양적 데이터만 분석했다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진이 개설하여 강의

하는 교육과정의 수업계획서에 포함된 학습콘

텐츠를 중심으로 해당 역량이 포함되는지의 유

무만을 수치화 하여 빈도를 분석하는 데 그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업과정 중 이루어지

는 과제의 성격, 수업을 통해 중요하게 육성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수의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 개설된 교과과목 간 중첩되는 내용이나

연계성은 얼마나 있는지 등의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역량을 표기하는 설문지

도 수업에서 다양한 역량을 다루고 있는 것으

로 표기하는 반응에서의 오류도 통제할 수 있

도록 설계되거나 인터뷰를 통해 질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하여 전문

가 Track 별 표준 이수 과목에 대한 모형을 정
립하거나, 선후 과목을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경경

영학을 선택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로 나아가고

자 하는 학생들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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