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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생애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형 교육시스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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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진출을 앞두고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단계에서 가장 요구되는 생애역량은 직업역량 이다. 21세기 지
식기반사회의 직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요구된다. 이제는 직업역량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 대학 기능 중의 하나로 간주되므로 대학교육을 통해 직업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융복합형 교육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교육시스템은 융복합 전공교육, 교
육과정의 융합, 교육공간의 융합, 교육방식의 융합, 교육기간의 융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융복합 교육시스템을 통
해 인지적 역량, 비인지적 역량, 글로벌 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생애역량, 직업역량, 융합, 융복합형 교육시스템 

Abstract  Life competencies most required for university students, who receive a higher education and prepare 
to go into society, are job competencies. People with a variety of competencies are needed in the job market 
in a globally-oriented 21st-Century knowledge-based society. Now that raising competent people who have a 
high level of job competency is regarded as one of university functions, a way to improve job competencies 
through university education needs to be investigated. This study proposes a convergence education system to 
improve job competencies. The convergence education system includes five type of convergence: convergence in 
major fields of study, convergence in education courses, convergence in education space, convergence in 
education methods, and convergence in education period. This education system is expected to improve a 
variety of job competencies including cognitive competencies, non-cognitive competencies, and global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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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OECD의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첨단 테크놀로지에 노출되어 이  세 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를 새천년 학습자(New Millennium 

Learners)로 명명하 다. 이들이 살아가는 21세기는 지

식기반사회로서 정보와 지식 자원의 활용이 요하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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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 이다. 이러한 미래사회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규

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OECD의 DeSeCo 로젝트[1]는 이와 련된 연구 들 

 표 인 연구로서 새천년 학습자가 21세기를 살아갈 

때 요구되는 역량을 제시한 연구이다. 특히 각 개인이 평

생의 삶에 처하기 해 요구되는 주요한 역량을 생애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으로 명명하고 특정 직업이

나 직무와 련된 역량과 구분하 다. 생애 핵심역량은 

한 개인이 평생을 두고 성공 인 삶을 유지하기 해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 인 능력으로 정의되는데(김남희 

외, 2003)[2], 생애에 걸친 능력이므로 생애 단계의 시기

에 따라 요구되는 수 이나 정도는 다르게 된다. 그 다

면 사회진출의 바로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생애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학교육

을 통해 생애 핵심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연구로, 고등교

육을 받는 생애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

심역량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학생들에게 핵심역량

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 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시스템은 서

울의 한 4년제 학교의 한 학과에서 구축 인 교육시스

템으로서 핵심역량 강화에 실질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실험 으로 입증되지 못 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생애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을 둔 교육시스템 필요성과 융복합형교육에 

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융복합형 교육시스템의 효

과 검증은 후속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생애역량

2.1 역량

역량(competency)의 개념은 하버드 학의 심리학자 

David MaClelland(1973)[3]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MaClelland는 통 인 학업 성검사나 성취도검사 등

이 업무 성과나 인생에서의 성공을 제 로 측하지 못

한다는 을 비 하면서, 평균  직무 수행자와 지속

으로 성공 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성

공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  특징을 악하고자 했다. 

MaClelland의 이런 생각은 그 이후 역량과 련된 모든 

논의의 기 가 되었다. MaCelland(973) 이후 여러 학자

들이 역량에 한 정의를 제시했는데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 으로는 유사하다. 표 인 를 

들면, Spencer와 Spencer(1993)[4]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

무에서의 구체 인 거나 기 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 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  특

성으로 정의하 다.  Dubois(1993)[5]는 삶에서의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도록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개인

의 특성으로 정의하 으며, 송 수(2000)[6]는 우수한 성

과를 내고 있는 수행자가 보통 이하 수 의 사람들과 차

별화되는 공통된 특성이라고 정의하 다. 

역량에 한 정의를 종합하 을 때,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가져오는 개인의 특성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의 이러한 정

의를 받아들여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우수

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지식, 기술, 태도, 인성 등을 포함

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2.2 생애역량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연구가 진행된 OECD의 

DeSeCo 로젝트는 21세기 미래사회에서 각 개인이 평

생의 삶에 처하기 해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제시함으

로써 역량의 개념이 생애역량(life competency)의 개념으

로 확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래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설 것으로 상되는 가운데 2005년

에는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유

럽인들의 평생학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평생학습을 한 생애역량이 발표되기도 하 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생애역량은 에서 논의된 

역량의 개념과 김남희 외(2003)[2]에서 제시된 생애능력

에 한 정의를 융합하여 삶의 다양한 과정과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들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필요한 지

식, 기술, 태도, 인성 등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삶에서 생

애 단계별로 요구되는 과업  이에 따른 능력의 수 이

나 정도가 다르므로 생애 단계에 따라 생애역량을 이루

는 요소는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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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생의 생애역량

우리나라 학의 학부과정 졸업생 약 90%가 곧장 사

회로 진출한다(9월 15일자 한국 학신문). 따라서 학 

졸업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을 비

롯한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산업사회에서 지

식기반사회로 환되면서 새로운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  변화에 부응하

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시행하고 있는 학

생 핵심역량 진단 시스템(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은 이런 노력의 하나로서, 

학생의 핵심역량을 측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개발

을 지원하고 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한 가이드를 제

공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Table 1>은 교육부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K-CESA라는  6  핵심역량을 제

시하고 있다. 

Core Competency  Subdivision

communicative 

competency

listening

discussion and mediation

reading

writing

speaking

synthetic thinking

analytic thinking

inferential thinking

alternative thinking

evaluative thinking

competency in using 

resources, information 

and technology

content area: resources, 

information, technology 

performance elements: collection, 

analysis, application

global competency

foreign language skills

exposure to global environment

understanding and accepting 

cultural diversity

self-management 

competency

ability to commit to self-led 

study

ability to plan and carry out a 

purpose-oriented plan

emotional self-control

occupational consciousness

interpersonal 

competency 

emotional bonds

cooperation

mediation

leadership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s

<Table 1> Six Core Competencies for University 
Students Proposed by K-CESA

K-CESA가 제시한 핵심역량은 문가 델 이 조사를 

통해 학, 연구소  산업체 장 문가들이 공통 으

로 요하다고 생각하는 6  역량이다. 학생에게 요구

되는 핵심역량은 공에 기인한 문지식보다는 더 기

인 것으로서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직종이나 직

에 상 없이 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

하는 데 공통 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이다. 

즉 6  핵심역량은 직업능력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학

생의 직업기 능력 정도를 악하여 취업능력을 제고시

킴으로써 사회  변화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

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K-CESA의 목 이다. 

K-CESA의 학생 핵심역량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진출

을 앞둔 학생 생애단계에서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노

동시장 진입을 한 직업역량이라 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이 이 가속화 되면

서 국가  사회는 여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이

고 다양한 핵심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요구하게 되었고 

K-CESA의 핵심역량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

다. 2013년 4월 발행된 한상공회의소의 ‘2013년 100  

기업 인재상 보고서’[8]에서 기업이 바라는 인재의 8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성  태도 등 여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 이며 

공통 인 역량이 역시 강조되고 있다.

Competency Key Words

creativity imagination, original idea, originality

specialty
expertism, information technology skills,

self-development, professional, capability

spirit of 

challenge
pioneering, venture, leading change

sense of 

morality
humanity, honesty, trust, observing rules

teamwork cooperation, fellowship, community spirit

global 

competency

global mind, international knowledge      

           language ability

passion ardor, success spirit, health, confidence

sense of 

ownership
sense of responsibility, autonomy, sincerity

power of 

execution
leadership, driving force, practice

<Table 2> Eight Core Competencies for 
Employees Report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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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교육 

3.1 직업교육의 개념

직업교육의 법률  개념은 ‘직업교육훈련 진법’ 제2

조 1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  산학 력

진에 한 법률  근로자직업훈련 진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근로자 등에게 취업 는 직무수

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 ‧ 향상시키기 

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

함한다)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직업교육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우정한 외(2009)[9]의 정의를 로 들 수 있다.

개인의 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하기 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개발하기 한 교육  

즉 직업교육이란 노동시장 진입을 한 직업역량 강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3.2 대학 직업교육의 필요성

1997년 융 기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나라의 

사회  이슈로 등장한 이후 2007년 미국의 서 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시작된 세계 인 경제 기로 인해 청년

실업에 한 심과 우려는 여 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다. 학은 사회의 요구에 히 반응해야 하므로 학

문추구를 주된 목 으로 하여 교육을 수행해온 4년제 일

반 학(이하 학)도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이 학을 졸업한 이후에 한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비시키는 기 으로서의 역할

이 학 기능 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IMF 경제 기를 거치면서 ‘평생직장’ 시 가 막

을 내리고 ‘평생직업’ 시 로 삶의 패러다임이 바 었다. 

회사에 한 충성심으로 인정받는 시 는 끝나고 개인의 

능력과 가치로 평가받는 시 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

라 평생교육 에서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해 직업교육과 학교육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

장이 더욱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직업역량은 변화하는 산업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한 핵심  요소로서 어느 

한 시기에 개발되기 보다는 ․ ․ 고등학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을 통해 습득되어야 하는 

역량이다. 한 학교 교육에서만 길러지거나 창출될 수 

없는 종합  능력이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바

로 앞두고 있는 학생의 고등교육 생애 단계에서는 더

욱 더 강조되어야 하는 역량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로 환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생산 인 직업인이 되기 

해 요구하는 지식  기술은 높아진 반면 학생들의 노

동시장 응력은 기  수 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

반 인 견해이다. 그 다면 직업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생애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직업역량

을 갖추게끔 교육하여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좀 더 충

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

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직업역량 강화에 효과 인 교육

시스템  로그램을 갖춘 교육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

이다.  

4. 융복합형 교육시스템

4.1 융합의 개념

21세기 교육 부문의 최  화두는 단연 ‘융합’이다. 

Frodeman, Klein과 Mitcham(2010)[10]에 의하면 융합은 

다양한 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수 으로 그

리고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의

하는 학자와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융합에 한 다양한 

의미와 개념이 존재한다. 이처럼 융합이라는 용어의 개

념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융복합형 교육시

스템을 제안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융합에 한 개

념 정의가 요한 출발 이라 할 수 있다. 융합

(convergence)의 어원은 함께(together)라는 뜻의 ‘con'

과 ’어떤 방향 는 상태로 향하다(bend) 는 기울어지

다(incline)'라는 뜻인 ‘vergere'가 합쳐진 라틴어 

’convergere'라는 동사에서 유래하 다. ‘convergere'의 

어 형태인 ’converge'는 Merriam-Webster 사

에서

(1) 어느 한 이나 다른 으로 다 같이 향하고 움직

이다

    (to tend or move toward one point o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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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come together),

(2) 함께 어떤 공동의 이익이나 집 에 참여하고 통합

하다

   (to come together and unite in a common interest 

or focus)

Nissan과 Niroomand(2006)[11]는 융합이란 2개 이상

의 공 는 교과 성분들이 함께 모아지는 것으로 정의

하 는데, 에서 살펴본 융합의 어원에 근거한 사  

정의에 의거한다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을 무조

건 으로 뒤섞은 것은 융합이 아니다. 융합은 어떤 공통

의 가치를 심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업을 통해 공동

의 목 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  공동의 목 이 무엇이냐에 따라 융합의 

유형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4.2 융복합형 교육시스템 제안

연구자들이 재직 인 학의 한 학과에서는 학생 

단계에서 가장 요구되는 생애역량인 직업역량을 강화시

킨다는 공동의 목 을 해 2개 이상의 교육 련 성분들

이 융합된 [Fig. 1]과 같은 융복학형 교육시스템을 구축 

에 있다. 

 

[Fig. 1] Convergence Education System

이 교육시스템에는 5개 유형의 융합이 설정되어 있다. 

첫 번째 융합은 융복합 공교육이다. 학과의 정규교과 

과정은 경 학, 비즈니스 어, 비즈니스 정보 기술 과목

들과 경 ․ 어․컴퓨터 세 역  두 역 이상이 융

합된 과목들로 구성되어 융복합 공교육이 이루어진다. 

외국어 능력과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은 리 인정된 직업

능력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

업교육 로그램에서 가장 비 이 큰 분야는 경  분야

인데, 그 이유는 경 에 한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성공하기 해 가장 요한 요인들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 , 어, 컴퓨

터가 융복합된 공교육은 융복합 학문을 권장하는 학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응하면서 직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된다.

두 번째 융합은 교육과정의 융합이다. 정규교과와 비

정규교과가 융합되어진다. 정규교과만으로는 학생들의 

생애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정규 로그램을 운 하여 역량 제고가 이루어지게 한

다. 특히 비정규교과 로그램은 인성  태도와 련된 

생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로그램의 비 을 높임으

로써 정규교과에서 다루기 힘든 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표 인 몇 가지 를 들면, 학과 자체 인 

라이 러리를 구축하여 필독도서로 선정된 책을 읽게 함

으로써 인문학  소양을 강화시킨다. 이와 더불어 독후

감을 쓰고 피드백을 으로써 쓰기 능력을 강화시키면

서 읽고 토론함으로써 커뮤니 이션 능력의 신장도 꾀하

게 된다. Sharing Project라는 사회 사 활동에서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지역 내 등학생들에게 어 는 컴퓨

터 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공과 련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의 나눔을 실천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인

성 교육  높은 도덕  가치를 함양하게 할 수 있다.  

하나의 로 업 로젝트를 실시하여  단 로 문제

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창의성 개발로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게 된다. 교육과정 융합의  하나 형태는 

학과 교육과정과 평생교육원  창업센터 로그램의 융

합이다. 기업 장의 의견들 의 하나는 상당수 학생이 

공 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 련 분야에 해 좀 더 심층 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에 사이버 무역과정, 세무회계 련 

자격증 과정, 문비서 과정 등 다양한 문가 과정을 개

설한다. 평생교육원 문가 과정은 정규 수업과 연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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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특정 문  직업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

에게 도움을  수 있다. 창업에 심이 있는 학생들을 

해서는 정규교과에서 창업과 련된 이론을 제공하고 

실 창업 교육은 창업센터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창

의 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인재를 양성한다. 

세 번째 융합은 교육공간의 융합이다. 국내 학과 해

외 학에서의 교육을 융합하는 것으로, 국내 학교육

과 더불어 2+2 복수학 제도  학 교환 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자매 학에서의 교육이 병행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과 국제  감각 체득으

로 세계화 시 에 응할 수 있는 로벌 역량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교육공간 융합의  하나의 형태는 학과 

기업의 교육을 융합하는 것이다. 학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교육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의 인턴십 제도를 통해 

장을 직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요구

하는 장 문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하나의 교육공

간 융합은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과의 융합으로 오

라인 교육과 더불어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

인 교육이 병행되게 하는 것이다. 강의실과 지식 달자

인 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짧은 동 상 

강의와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게 

하고 교실 수업을 통해 교수는 학습 멘토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제고시킨다. 

특히 꾸 한 학습이 필요한 어학습의 경우 온라인 

어교육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융합은 교육방식의 융합이다. 교수가 주도

으로 지식을 달하는 강의 형태의 교육방식과 더불어 1

1 개인교수 형태의 교수․ 학생 양방향 교육  학생 

주도의  단  학습 등 다양한 교육방식이 공존하게 한

다. 교수가 학생과 1 1로 만나는 튜터리얼(turorial) 과

정은 2주 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수와 학생이 정기 으

로 만나 교수가 학생에게 과제를 주고 학생은 스스로 공

부한 내용을 교수에게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 창의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스터디 

그룹 형태의 소규모  단  학습을 통해서는 학습의욕 

고취와 심층  학습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학업 성

취도가 높은 상 생이 학업 멘토로서 멘티인 하 생을 

지도하는 학생주도의 교육 형태로 학생들 스스로 공

역 학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 과정을 통해 

력과 리더십도 키우는 기회가 되게 한다.

다섯 번째 융합은 재학 교육기간과 졸업 후 평생교육 

기간을 융합하는 교육기간의 융합이다. 수명이 늘어나 

직업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재교육 수요는 늘고 있다. 졸

업생들이 직과 이직이 필요할 때마다 학에 다시 들

어와 재취업 교육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재교육 

로그램을 운 하여 학교육은 평생교육이 되게 한다. 

5. 결론

사람들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  소득을 얻으면서 

자아실 을 이룰 수 있다. 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

립 으로 살아가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삶

에 있어서 직업이란 행복하고 성공 인 생애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

의 성공 인 삶을 해 직업역량은 생애역량의 핵심  

요소들 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학교육이 사회경제 으로 합해야 하고 인 자원 

개발에 한 학의 역할이 요하다는 이 부각되면

서 학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졸업

생들의 노동시장 진입 제고는 각 학들이 직면한 과제

들 의 하나이다. 한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하면서 이직  재취업을 해 학에 진학하는 성

인학습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따라서 직

업역량이 높은 인 자원을 양성하는 것은 학이 책임감

을 갖고 수행해야 할 요한 기능 의 하나이다. 학 

특성화가 추진되면서 교육 심 학과 연구 심 학으로 

분명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교육 심 학의 

경우 지식기반의 능력 주 사회에 합한 직업역량을 갖

추게끔 교육하여 졸업자를 배출하는 것이 학의 요한 

의무로 부상되고 있다.   

21세기 삶과 직업 장에서는 인지  역량과 비인지

 역량을 포함한 다면 인 역량을 요구한다. 그러나 

통 인 학 교육시스템으로는 학생이 다면 이고 복합

인 역량을 갖추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자들

이 재직 인 학의 한 학과에서 구축 인 융복합형 교

육시스템은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

동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공교육, 교육과정, 교육

공간, 교육방식, 교육기간이 융복합 형태로 구성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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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특정 직종과 계없이 

보편 으로 용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비  사고력, 

분석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포함

한 인지  역량과 감정 , 정서  발달, 태도 , 인 계

능력, 리더십, 인성 등을 포함하는 비인지  역량 그리고 

외국어 능력 등을 포함한 국제  역량 모두를 강화시키

는 교육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로

그램, 교수역량개발, 학습 지원 시스템, 평가  환류 시

스템이다(이병식, 2004)[12]. 특히 학의 직업교육을 

해 가장 요한 것은 교육 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목

진휴 외, 2009)[13].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융복합형 

교육시스템은 학생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생애역량인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기 한 교육 로그램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학생의 생애역량 강화를 한 융복합형 

교육시스템 모색을 한 제언 인 연구이다. 최근 정부

와 국책연구소를 심으로 핵심역량 개념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13년말까지 10만명정도 학생들이 평가를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역량평가  기업이 요구하

는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길러내기 한 노력들이 학

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융복

합형 교육시스템은 문가집단의 논의와 해외사례 그리

고 타 교육기 에서 실시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론  

검증을 제시할 것이고, 교육 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

해서 실증  효과성을 검증하여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시스템의 역량 강화 효과에 

한 평가를 해서는 K-CESA를 학 신입생에게 실시

하고 2학년과 4학년 때 다시 실시함으로써 각 학생의 역

량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융복합형 교육시스템의 효과에 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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