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 개  

1.1 연 목

본 연구의 목 은 정부나 학에서 학교발 계획

특성화계획을 통해 로벌 인재육성이라는 비 과 로

벌 교육 심 학이라는 목표로[1] 학생 취업을 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해 취업에 도움이 되

는 융복합 교양지식 과목을 개발하고자 하 으며, 다학

제 인 지식을 요구하는 창업컨설 교과목 개발하게 되

었다.

1.2 연 순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하기 한 본 연구는 청년취업

합 재 (STEAM)에 한 복합 과목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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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교양지식 과목으로 다학제 인 지식을 요구하는 창업컨설 교과목 개발하게 되었다. 결과 도출을 해 창업학

련 학 학원의 교육과정과, 컨설 련 경 컨설 , 창업컨설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를 정부가 제시한 인재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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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을 고찰하고자 먼 , 청년 실업의 증가에 따른

산업종류의 다양성과 직업종류 신규직업의 다양성을

알아보면서 융복합제 교육을 한 융·복합교양 STEAM

교과목 개발에 한 창업 력 교과목선행연구를 살펴보

았다. 다음으로, 융합인재교육을 한 정부의 정책 인

방안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창업컨설 직무분석

창업컨설 교과목 개발 순으로 진행하 다.

2. 론  배경

2.1 청년취업  어려움

오늘날 경제 창출은 통 인 생산요소 개발 보다는

래폼 지식기반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비 을

두고 있다[2]. 이 듯 정보화 시 가 되면서 다양한 직업

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진 반면에 진로선택의 갈등이 동반되어 청년실업은

더욱 가 된 것으로 본다. 한 무엇보다도 취업의 기회

를 가지기 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숙지해야 하는 시

에 살고 있으므로 산업의 종류의 다양함을 알고 있어

야 하며, 이에 따른 직업 종류의 다양성 새로 부각되

는 신규직업의 다양성을 숙지하여 취업 비를해야 하는

것이다.

2.1.1 청년실업  가

통계청 한국표 산업분류 종합색인표에 의하면 실업

률이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1980년 한국경제가 호

황이었을 때 청년층의 실업률은 약 5% 으며, 외환

기 이후에는 11.4%로 상승한 도 있었는데, 통계청 경

제활동인구조사(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20∼29세 청년

실업률이 Table 1.과 같이 2000년 는 7.5% 로 하락하

다가 2014년에는 9.0%에서 2017년에는 9.9%까지 상승

하 다. 특히 남자 청년층의 실업률은(11.5%)로 여성

(8.4%)에 비해 1.38% 높다.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은 외

환 기 이후 안정된 직장의 상 인 감소, 장년층의 재

취업,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나이불문, 계약직 등장에 따

른 직업의질 하, 학교와산업 장의불일치교육, 변

하는 산업구조에 공 부조화 문제들이 있다[3].

2.1.2 산업 류  다양 (한 표 산업 류표)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 에서 학교와 산업 장의 불

일치 교육은 변하는 정보화 시 에 다양한 산업의 세

계를 뒷받침 하지 못한 채 흘러가고 청년들의 진로선택

에 갈등이 가 된 것으로 본다. 한국 표 산업분류표에

의한 산업분류의 항목수는 분류는 21개, 분류는 76

개, 소분류는 228개, 세분류는 487개, 세세분류는 1,145개

로 산업의 분류만도 다양하다. 한국표 산업분류 종합색

인표 Table 2는 산업활동을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통계청 통계 기 이 제9차 개정 한국표 산업분

류를 기 (2007.12 28 고시 제007—53호)으로 작성한 자

료이다. 한국표 산업분류별 내용 시는 무엇(원재

료, 업장소)을 가지고, 어떤(주요 업, 생산활동) 방법

으로, 생산․제공(최종재화, 용역)을 하 는가 라는 내용

을 통해 최상 분류단계( 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

차 으로 , 소, 세, 세세분류 단계항목을 결정할 때 사

용한다[4].

Table 1. Unemployment rate (20 to 29 years of age 

in 2018)

Division 2000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Man 8.8 9.0 8.5 9.0 10.5 10.5 10.9 11.5

Woman 6.0 6.5 6.5 6.8 7.6 7.6 8.8 8.4

Ave 7.5 7.7 7.4 7.8 9.0 9.0 9.8 9.9

Source : Statistical Office, http://kosis.kr

Table 2. Classification Overall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Table Reconstruction)
activity division Industry (main category)

Production

Primary (raw)
production

(A)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B) Mining

Primary (raw)
production

(C) Manufacturing

(D) Electricity, gas, steam and water supply
business

(F) Construction

service

offer

Distribution of
goods,
Location &
Business
Services

(G) Wholesale and Retail

(I)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business

(H) Transportation

(J) Publication, video,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K) Finance and insurance

(E) Sewage, waste treatment, raw materi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business
(L) Real estate business and leasing
business

(M)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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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siness Survey 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ndex
201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1.3 직업 류  다양 (한 고용직업 류)

청년실업 증가의 다른 원인으로 직업의 다양성이

라고 볼 수 있는데 Table 3.의 한국고용직업분류표(2018)

에 의하면 세분류에 해당하는 직업명이 450개로 분류되

어 있어 직업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선택의 갈등도 내포

하고 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노동시장에 합한 직업

단 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해 2000년 12월 노동연구

원에서 고용직업분류를 발간하 고, 노동부( 고용노동

부)의 산하기 인 앙고용정보원이 2001년부터 산업직

업별 고용구조조사(OES)를 매년 실시하 으며, 2003년

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라는 명칭을 사용하 으

며, 고용 련 자료의 통계조사 목 으로 직무를 체계

으로 분류하여 국가직무능력표 (NCS), 직업훈련, 국가

기술자격, 직업정보 제공, 진로지도와 노동시장 상황과

수요 고용실무 반에 활용되고 있어 직업정보를 달하

는 틀이라 할 수 있다[5].

Source: Korea Employment Classification 2018 Commentar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tice No. 2017-72

2.1.4 신규직업  다양 (산업 력 리공단) 

청년실업 증가의 다른 원인으로 자격증의 다양성

이라 볼 수 있다. 한민국 법률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자격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그 에서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

로 나 며, 체 자격종목은 2018년 재 약 32,364개에

달하며 한국산업인력 리공단의 Q-net사이트 2018 국가

기술자격통계연보에서는 문자격은 149개이며 국가기

술자격은 252개 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민간자격정

보사이트에서는 민간자격종목은 2008년 총582개에서

2015년 총17,956개로 증가하 으며, 2018년 총 31,993개

이고 그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99개, 민간자격은

31,894개이다.

2.2 합 재 (STEAM)  해

융합인재교육(STEAM)은 자연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ㆍ 술(Arts), 수

학(Mathematics)을 통한 융합인재교육을 뜻하며 독일에

서는 MINT교육을, 미국· 국에서는 STEM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STEAM은 한민국 법령에 의한 단어는 아

니며 다만 교육부의 교육부령제155호와 그소속기 직

제 시행규칙 제9조 4항 16호 평생미래교육국 미래교육기

획과장의 업무분장 하나로 융합인재교육(STEAM)을

한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 로 명시되어 있다.

(N)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Distribution of
goods,
Location &
Business
Services

(O)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an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 Education service industry

(Q)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R) Arts, sports and leisure services

(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s
and other personal services

(T) Employment activity in households and
self-production activities not otherwise
classified

(U) International and foreign institutions

Table 3. Korea Employment Classification 2018 

Classification Table (Partial Reconstruction)

Main Category
(10 items)

Middle class
(Example
among 35
items)

Small
Category
(Example
among 136
items)

Subdivision
job title
(Example of
450 items)

0
Management,
Office, Finance,
Insurance

Management
(executive,
department
head)

Professional
Services
Manager

Social welfare
manager

1
Research &
Engineer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e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2

Education · Law ·
Social welfare ·
Police · Fire service
and soldiers

Education
kindergarten
teacher

kindergarten
teacher

3 Health & Medical
Health &
Medical

Doctors,
Orientalists
and Dentists

A
professional
doctor

4
Arts, Design,
Broadcasting,
Sports

Art, Design,
Broadcasting

Writer /
Translator

Author

5

Beauty, travel,
accommodation,
food, security,
cleaning

Beauty and
ceremonial
services

Beauty
service
person

barber

6
Sales · Sales ·
Driving ·
Transportation

Sales
Real Estate
Consultants
& Brokers

Real Estate
Consultants &
Brokers

7
Construction &
mining

Construction
& mining

Construction
Structure

Steel
Structures
and
Construction

8
Installation,
Maintenance,
Production

Mechanical
installation,
maintenance,
production

Mechanical
equipment
installation /
maintenance

Industrial
machinery
installation /
maintenance

9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y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y

Crop
cultivator

Grain crop
gr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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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의 출발은 교육부에서 2011년에 제2차 과학기술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고, 추진실

검결과 발표(2012.04.25)에서 ‘11년도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형 융합인재교

육(STEAM)의 제도 ·인 기반을 조성하 다’고 발표

하 다. 한 STEAM은 교육부 산하기 인 한국과학창

의재단에서 총 하고 있으며, STEAM의 교육목 은 융

합인재 양성이며 교육개념은 흥미증진, 실생활 연계, 융

합 사고력 배양이라고 재단의 융합인재교육(STEAM)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다[6].

2.3 행연

2.3.1 복합 양 STEAM 과목 개발

STEAM 교과목 개발 련하여 김효정외(2015)는 "

학생을 한 디자인 창업 융합인재교육(STEAM) 로

그램 개발 효과"에서 총3개 주제인 디자인 창업 꿈나

무, 기탈출 디자인, 모의창업 경진 회를 개발하고

학교 학생 211명을 상으로 용 후 효과를 분석하 다

[7]. 융복합 교과목 개발과 련하여 백상미외(2016)는

“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한 기 융복합 신규 교과목

개발”에서 학생들의 업요구를 분석하고교과목 콘텐츠

에 히 반 하여 학생들의 자율 이해와 기능 인

능력배양을 해 “ 업을 알아보자” 교과목을 제안하

으며, 교과목의 주제로는 업 리더 개념 확립,

업 리더가 되기 한 특성 훈련, 업 리더의

응용 인 업기술, 업 리더의 업 사례를 도출

하 다[8]. 이희용(2012)은 "융복합 교양교과목 < 로벌

시민정신(Global Citizenship)>개발 연구"에서 로벌 사

회의 문제해결과, 인류문화의 보편 가치 실 과, 시

트 드에 맞는융합 교양교과목 개발과, 학제 간 다각

근 시도를 목 으로 시민정신이라는 테두리 안에

종교, 독도, 과학기술, 문학, 술, 독도문제를다루었다[9].

2.3.2 창업 련 과목 연

국내 학 창업 련 주요 교과목의 패러다임을 살펴

보면 1990년도 이 에는 경 학 주의 소기업경 론

이고, 이후 2000년 까지는 비학 과정의 인력난 해소를

한 창업지원의 소기업창업론, 소기업지원체계론

이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실용 인 교육으로 벤처창업

론의 등장과 창업이론과 실무 이외에도 학원 수 의

교육과정이 운 되고 있다[10]. 창업 학에서의 창업

련 연구로는 목 두외(2010) 는 “창업교육의 학 교과

과정 설계방향에 한 연구”에서 체계 인 창업 교과과

정 설계를 해 학에서 창업학 강의자 그룹과 업에

서 창업컨설 그룹을 두 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

여 공통기 과목으로 창업학 개론, 기업가 정신, 사업타

당성분석, 사업계획서, 공필수과목으로 기업가정신, 창

업학개론,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서, 창업 로세스,

공 선택과목으로 창업사례 등 창업교과과정 과목을 제

시하 다[11]. 한 목 두외(2012)는 “ 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한 창업학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에서 창

업연구자와 창업실무자 그룹을 상으로 델 이 방법론

(Delphi method)과 계층 의사 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교과내용을 창업환경 분

석과 창업기회 탐색, 창업가정신과 창업역량개발, 사업개

념 개발, 창업과 성장 4개 평가 역으로 나 고 AHP 설

문조사 결과 교양과목은 기업가정신, 창업학개론, 공필

수는 경 학, 공선택은 소기업경 , 세미나, 입주분석

코칭을 제안하 다[12]. 창업 학원에서의 창업 련 연

구로 이일한외(2016)는 “AHP를 활용한 창업 학원 교과

목 선호도 평가요인별 요도에 한 연구”에서 국내 창

업 학원의 10개 창업학과 교과목을 6개로 모듈화한 후

계층 의사 결정기법(AHP)을 이용하여 요도를 평가

하 으며, 자 , 계획, 사고방식, 성장개발 이슈, 리기

법, 기업가정신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 다[13]. 한주희외

(2007)는 “창업학 학원의 교과과정에 한 한국과 미

국의 비교연구” 국내5개, 미국10개 학원의 창업교과과

정을 분석하 으며, 국내 학원의 경우, 창업환경분석과

창업 비, 사례연구 세미나, 창업경 략, 창업개

론, 기업가정신, 그리고 분야별 창업 과목순이었으며, 미

국의 10개 학원의 경우에는 창업경 략, 분야별

창업, 환경분석 창업 비, 기업가정신, 창업개론 그리

고 사례분석 세미나 과목 순으로 개설되었다[14].

3. 창업컨 팅 과목 사 비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직무분석의 순서 PDCA

기 을 용하여 Table 4.와 같이 창업컨설 련 교과

목을 비교하 다. 먼 재 학과 학원에서 교육하

고 있는 창업학 교과목과, 경 컨설 과 창업컨설 교

과목을 비교하 다. 학의 교과목은 정헌배(2016)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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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학의 교육과제에서[15] 정리된 자료를 사용하 고,

학원 교과목은 이일한, 김 숙(2016)의 창업 학원 교과

목을[13] 경 컨설 은 김승철, 정은실(2013)의 경 컨설

개론을[16] 창업컨설 은 임헌욱(2017) 실 창업컨설

의[17] 교과목을 비교하 으며, 비교결과 Plan(사 지

식)에 해당하는 과목은 기업의 이해와 컨설 수행능력

으로 Do(실천사항)은 창업 략, Check(세부사항)은 세부

컨설 , Act(연계운 )은 경 사례분석으로 분류되었다.

그 외 창업컨설 과 련하여 임헌욱(2018)은 창업보육

센터는 창업기는 자 지원사업, 성장기에는 마 컨설

, 확장기에는 네트워크 컨설 사업을 해야 한다[18]고

주장하 다.

4. 결 론

4.1 STEAM에 한 창업컨 팅 과목 개발

분류된 Table 4. 교과목을 기 으로 Table 5.와 같이

융합인재교육(STEAM)의 분류기 을 용하 다. 분류

결과 기업의 이해는 인문ㆍ 술(Arts)로 컨설 수행능

력은 기술(Technology), 창업 략은 기술(Technology),

세부컨설 은 세부항목에 따라 (STEAM)으로, 경 사례

분석은 술(Arts)로 용할 수 있었다.

4.2 련 과목 강 계  개발

연구결과융합인재교육(STEAM)에 의한 융복합 교과

목인 소기업 창업컨설 의 강의계획서를 Table 6.과

같이 도출하 다. 창업컨설 을 한 기본지식과 컨설

실무를 포함함 총15주 강의로 설계하 다.

Table 4. Comparisons of start-up related subjects 

by job analysis

division Entrepreneurship Consulting

Job
analysi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nagement Consulting Start-up consulting

Educational subject of
entrepreneurship

Chung, Hun-bae (2016)

Entrepreneurship course
subjects

Lee Han Han, Kim Hyun
Sook (2016)

Introduction to management
consulting

Kim Seung-chul, Jeong
Eun-sil (2013)

Real-time start-up
consulting

Yim Hwang Lim (2017)

Plan

Prior
knowledge

○ Concept and vision
·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ship spirit,
qualities, career path

○ Market and institution
· Start-up market, start-up
policy
· Entrepreneurship
education, system

○ Developing spirit ·
Entrepreneurship ·
Entrepreneurship
· Research methodology

○ Special spirit
· Global start-up
· Technology start-up
· Franchising
· Social business
· Family business
management

○ Understanding the
company
· Business issues, trends
· Understanding of
business

○ Report writing
· In-depth interview
· Create a questionnaire
run report
· Create project report
○ Consulting ability
· Presentation skills
· Logical thinking ability
· Problem-solving ability

Do
Practice

○ Process
· Business model strategy
· business plan
· Entrepreneurial
Marketing Management,
Financial Accounting

○ Plan
· Business plan
· Business model
development
· Technical planning and
commercialization
·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 Consulting Methodology
· Consulting process
· Understanding the job of
a consultant
· Project Management

○ Management Strategy
· Writing a business plan
·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Check
Detail

○ Choosing a strategy
· Overcoming the
Dilemma
· Business strategy by
business type
(Venture, franchise,
soho, etc.)

○ Technology Strategy
· Strategy, marketing,
intellectual property

○ Fund
· Angel Investment
· Accounting and Tax
Strategy
· Investment Practice

○ Various management
techniques
· SWOT Analysis
· Status analysis
· Data analysis

○ Financing
·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financing

○ Establishment of
company
· Factory establishment,
technology transfer

○ Production management
· ERP, SCM, quality
certification

Marketing
· Market research,
marketing strategy

○ Patent
· Patent application
method, prior art

○ Personnel Management
· HRD, job analysis, job
assignment

Act
Linkage
operation

○ Growth and
Development
· Business consulting
seminar
· Case study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nsulting

○ Management Case
Analysis
· Analysis of relevant
articles
· Case study and
benchmarking

Table 5. Entrepreneurship consulting by STEAM
division Main Category Details STEAM

Plan
Prior
knowledge

○
Understanding
of company

01) Entrepreneurship A

02) The world of entrepreneurship A

03) Industry World A

○ Consulting
ability

04) Presentation ability T

05) Project Management (PM) T

Do
Practice

○ Business
strategy

06) Preparation of business plan T

07)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T

08) Business model T

Check
Detail

○ Detailed
consulting

09) Marketing A

10) Production management E

11) Personnel management A

12) Fund management M

13) Patent management SEM

14) Government business T

Act
Linkage
operation

○
Management
Case Analysis

15) Seminar, Research Analysis A

Table 6. Small business start-up consulting lecture 

plan

Weekly Main Category Category Lecture and Practice

1
Corporate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spirit Entrepreneurship, qualities, career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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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논  및 언

연구결과 학생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융복합 교

양지식인 창업컨설 과목을 만들고 15주 강의안을 도출

하 다. 그러나 컨설 이라는 지식은 취업에 있어서 필

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지만 젠테이션 스킬, 로젝

트 리(PM), 비즈니스타당성분석, 비즈니스 모델분석

등은 학보다는 학원에 합한 과목이며, 마 , 생

산 리, HRD, 자산 리, 특허 리, 등은기술경 이라 한

학기 과목 안에서 이해하기에는 다소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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