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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of high-school, university and industri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 of this study, we sampled and specified the core competencies. We investigated, analyzed the cognition of high school 
teacher to the current curriculum of high school related to the core competencies and the cognition of industries to the current 
curriculum of university related to the core competencies. 
For the study, the literature researches was conducted about the need to university education of industry, various curriculum of 
high-school and university. 15 items of the core competencies were sampled. The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15 items of 
the core competencies.

Keywords: Highschool-university-industry, Core competencies, Cooperation strategy

I. 서 론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 교육은 급격한 양적 팽창은 이루었지만 질적인 

내실이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학교육은 급속한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배출하지 못함으로서, 산

업현장에서는 인재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반면, 대학 졸업자들의 높은 실업률은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

각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현실과 산업현장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치 간에 괴리가 존재하여 산업현장 등 업계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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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적정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으로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청년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대학의 경

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다(김재영 외, 2004).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 보고서(2002)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파악해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업계의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과학 ․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며, 그러한 연구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OECD는 개인의 성공적 삶과 사회의 발전

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구명하기 위해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

으며, 그 결과 생애 학습과 교육 체제의 최대 목표로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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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eeds of capable people for company and reliability of university education

구분 조사항목 채용 시 고려사항 대학교육 신뢰도

기본 능력
의사표현력, 추진력, 시사상식(법, 경제, 경영), 업무상식-지식(재무 회계), 업무상식-기술
(컴퓨터 등)

세계관 국제감각, 외국어 구사능력, 세계화 마인드

조직관 조직에 대한 이해, 대인 관계, 상호협력체제 구축

가치관 윤리의식, 창의력, 도전 정신

인성관 예절 및 태도, 성실도, 책임감, 적극성, 융통성

적응력
전공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업무적응능력, 학습능력(지식/기술), 유연한 사고력, 분석력, 판
단력

역량의 영역을 설정하였다(OECD, 2002; Rychen & Salganik, 

2003).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국민

의 지적 역량과 학습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등에서는 특정 분야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규명

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대학

에 요구하는 인재상(양승실 외, 2006), 대학을 졸업한 후 기

업체에 입사한 사원들이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채창균 외, 

2006)에 관한 연구 등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보다 현실적이고 효

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산업체’ 뿐만 아니라 ‘고

등학교-대학-산업체’가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하여 고등학교의 현재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기르기에 

어느 정도 부합하며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핵심역량은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고교-대학-산업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심역량을 교육함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현행 

교육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산업체가 대학의 교육과

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고교-대학-산

업체 연계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핵심역

량을 추출 ․ 항목화한다.

둘째,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 분석한다.

셋째,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대학 교육과정에 관한 산업체의 

인식을 조사 ․ 분석한다.

넷째, 설문 결과 및 분석을 기초로 고교-대학-산업체 연계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핵심역량

어느 한 분야에서 업무 활동과 복잡한 테크놀로지들이 조

화를 이룬 결과로서 전문화된 능력(specialized expertise)을 

말한다(Hamel, Prahalad(1990); 이강봉(2009)에서 재인용).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사례 조사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고등학

교 대상의 설문은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의 교사로, 산업체 대

상의 설문은 충남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음을 밝

힌다.

II. 이론적 배경

기업들은 대학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각 기업의 환경에 따라 인재에 대

한 요구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기업의 경영진 및 인사, 

연수 담당자들은 인재 선발 시 인성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로 효과적인 산학협력 통로를 구축해야 하며, 

핵심 직업기초능력의 주기적인 탐구와 이의 인력양성과 재교

육과정에의 반영 기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양승실 외, 

2006).

김재영 외(2004) 등은 기업 CEO의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에서 각 기업체의 인력담당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항

목을 살펴보면 7개의 대항목과 각 대항목별로 세부항목을 다

시 분류하여 설문 항목을 추출하였다. 7개의 대항목은 기본 

능력, 세계관, 조직관, 가치관, 인성관, 적용력, 기타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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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세부 항목으로는 출신교의 소재지, 업무관련 전공여부, 

학과성적, 교내외 활동, 해외연수경험, 현장실습경험,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양승실 외(2006)는 기업의 인재에 대한 요구와 대학교육의 

신뢰도에 관해 김재영 등이 연구한 결과에 적용력을 적응력

으로 교체하고, 기타 항목을 삭제한 후 기업이 요구하는 능

력을 크게 6개의 대항목으로 구분한 후 각 항목을 세부적으

로 나누었다. 대항목은 기본 능력, 세계관, 조직관, 가치관, 

인성관, 적응력으로 구분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

과 같다.

이 연구의 결과 기업에서 강조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특

성은 의사표현력, 추진력, 대인관계, 상호협력체제 구축, 윤리

의식, 창의력, 도전정신, 예절 및 태도, 성실도, 책임감, 적극

성, 문제해결능력, 업무적응능력, 판단력이었다.

기업의 대학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설문 문항을 살펴보

면 경영기초, 경제기초, 법 기초, 각종 문서 작성법, 컴퓨터 

활용법, 문제해결기법, 의사소통기법, 대인관계기법, 리더십 교

육, 창의력 개발 교육, 비즈니스 예절, 비즈니스 영어, 제2외

국어교육, 한자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는 대부

분의 기업 경영들이 전공기초이론교육과 IT활용교육, 외국어

교육은 비교적 잘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전공 실험교육 

등 심화교육과 일반교양교육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채창균 ․ 옥준필(2006) 등은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인사팀장용으로 작성한 설문도구 항목으로 Table 

2와 같이 10개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 밖의 문헌분석과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글

로벌 마인드나 외국어 구사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리더

십,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도전정신, 업무관련 전공지

식, 자기계발능력 등을 갖춘 학생들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

Table 2 The questionnaire of university education's 
satisfaction for company

번호 항목

1 의사소통능력

2 수리능력

3 문제해결능력

4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5 자원활용능력

6 대인관계능력

7 정보능력

8 기술능력

9 조직이해능력

10 외국어능력

았다. 특히 요즈음에는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윤리

의식과 환경관련 의식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장실습과 인턴십 도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격 

및 능력 인증제,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기업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목과 전공과목의 이수

학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직무와 관련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강화를 중요하게 꼽았으며, 산업체 현장인력

과 교수간의 상호 경험과 지식교류 등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방법

1. 설문 조사 대상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고등

학교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대전, 충남 지역의 고등학

교 교사, 총 334명을 표집하였다(관리직 60명, 보직교사 136

명, 교사 138명).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대학 교육과정에 관한 산업체의 인식 

조사는 충남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

관 등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총 275명을 표집하였다(인문사

회계열 67명, 경상계열 82명, 이공계열 118명, 기타 8명). 

2. 설문 조사 도구

설문조사를 위한 예비문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기업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 고

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및 충남대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대한 

문헌과 선행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하여 설문 문항 요소를 추

출하고 이를 토대로 4회(연구진, 교육정책개발 전문가, 고교 

교육과정전문가 등)에 걸친 토의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예비

문항을 기초로 내용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2회

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개발된 최종 핵심역량의 항목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questionnaire of finalized core competence 

핵심역량

① 글로벌 마인드 
② 다문화이해
③ 대인관계 능력 
④ 도전정신과 추진력
⑤ 리더십
⑥ 문제해결 능력
⑦ 사회 봉사 활동
⑧ 세계화소양

⑨ 외국어 구사 능력
⑩ 의사소통능력
⑪ 직업소양
⑫ 자기관리 및 계발능력
⑬ 정보수집 및 처리 능력
⑭ 창의력
⑮ 환경 및 윤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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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current senior high-school curriculum about core competence 

핵심역량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평균 표준 편차 순위

① 글로벌 마인드 0.60 14.97 59.88 20.06 4.49 3.13 0.73  9

② 다문화이해 0.90 11.38 51.20 31.74 4.79 3.28 0.76 15

③ 대인관계 능력 2.40 23.35 52.40 20.36 1.50 2.95 0.77  2

④ 도전정신과 추진력 2.10 17.66 51.50 24.25 4.49 3.11 0.82  8

⑤ 리더십 2.40 20.96 47.60 26.35 2.69 3.06 0.82  6

⑥ 문제해결 능력 2.40 25.75 47.31 22.75 1.80 2.96 0.81  3

⑦ 사회 봉사 활동 2.69 22.46 46.41 25.75 2.69 3.03 0.84  4

⑧ 세계화소양 1.50 13.47 51.80 28.14 5.09 3.22 0.80 12

⑨ 외국어 구사 능력 1.80 16.47 47.01 29.94 4.79 3.19 0.83 11

⑩ 의사소통능력 0.90 21.26 53.59 22.75 1.50 3.03 0.73  5

⑪ 자기관리 및 계발능력 2.40 17.96 48.80 29.94 0.90 3.09 0.78  7

⑫ 정보수집 및 처리 능력 3.59 30.84 47.90 16.17 1.50 2.81 0.80  1

⑬ 직업소양 1.80 15.87 51.80 27.54 2.99 3.14 0.78 10

⑭ 창의력 0.90 16.17 46.11 32.04 4.79 3.24 0.81 14

⑮ 환경 및 윤리의식 1.80 19.16 40.72 32.04 6.29 3.22 0.89 12

Table 5 Demand measurement of the future senior high-school curriculum about core competence

핵심역량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평균 표준 편차 순위

① 글로벌 마인드 38.62 52.99 7.49 0.90 0.00 1.71 0.64 7

② 다문화이해 27.25 59.88 11.68 1.20 0.00 1.87 0.65 12

③ 대인관계 능력 41.62 48.20 9.28 0.90 0.00 1.69 0.67 5

④ 도전정신과 추진력 49.70 42.22 7.19 0.90 0.00 1.59 0.66 1

⑤ 리더십 40.12 47.01 12.28 0.60 0.00 1.73 0.69 8

⑥ 문제해결 능력 46.41 41.32 11.38 0.90 0.00 1.67 0.71 4

⑦ 사회 봉사 활동 35.03 49.10 14.37 1.50 0.00 1.82 0.72 11

⑧ 세계화소양 29.04 52.99 16.17 1.80 0.00 1.91 0.72 13

⑨ 외국어 구사 능력 40.12 45.81 13.47 0.60 0.00 1.75 0.70 9

⑩ 의사소통능력 36.23 50.60 12.87 0.30 0.00 1.77 0.67 10

⑪ 자기관리 및 계발능력 42.22 47.60 8.08 2.10 0.00 1.70 0.71 6

⑫ 정보수집 및 처리 능력 27.84 52.40 18.56 1.20 0.00 1.93 0.71 14

⑬ 직업소양 26.65 54.49 17.66 0.90 0.30 1.94 0.71 15

⑭ 창의력 48.20 40.72 9.88 1.20 0.00 1.64 0.71 3

⑮ 환경 및 윤리의식 50.00 41.02 8.08 0.90 0.00 1.60 0.68 2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1번 항목인 ‘인턴십의 유무’ 대신 ‘직

업소양’ 항목을 추가하였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조사 설문은 우편으로 발송 및 수

집하였으며, 현재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 재직자들의 

인식 조사 설문은 e-mail을 발송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

청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고등학교 교사들의 핵심역량과 현행 고등학교 교

육과정에 대한 인식 조사 ․ 분석

가. 고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직무핵심역량에 대한 현

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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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ducation and activities of core competence in discretionary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핵심역량 재량 ․ 특별활동에서의 교육 및 활동

① 글로벌 마인드 국제이해교육

② 다문화이해 한국문화정체성교육

③ 대인관계 능력 교류활동, 친교활동

④ 도전정신과 추진력 수련활동, 청소년단체활동

⑤ 리더십 역할분담활동

⑥ 문제해결 능력 실습노작활동

⑦ 사회 봉사 활동 안전교육 및 안전구호활동, 자선구호활동, 위문활동, 일손돕기활동, 캠페인활동

⑧ 세계화소양 국제이해교육

⑨ 외국어 구사 능력

⑩ 의사소통능력 상담활동, 협의활동

⑪ 자기관리 및 계발능력 기본생활습관형성활동, 여가문화활동, 인성교육, 정체성확립활동, 학술문예활동, 학예행사활동

⑫ 정보수집 및 처리 능력 정보통신활동,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⑬ 직업소양 근로정신함양교육, 진로 교육 및 활동

⑭ 창의력 실습노작활동

⑮ 환경 및 윤리의식 민주시민교육 및 활동, 민주시민교육, 에너지교육, 해양교육,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보전활동

각 핵심역량에 대하여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만족

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가장 만족하고 있는 항

목은 정보수집 및 처리 능력, 2위는 대인관계 능력, 3위는 

문제해결 능력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개 항목은 평균값이 

3.00~3.29 사이에 분포하여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핵심역

량으로는 1위 다문화이해, 2위 창의력, 3위는 세계화 소양과 

환경 및 윤리의식으로 나타났다.

나. 고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직무핵심역량에 대한 향

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요구도

각 핵심역량에 대하여 향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

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15개 항목의 평균값이 1.59~1.94에 

분포하여 대체적으로 모든 핵심역량이 향후 고등학교 교육과

정에 반영이 요구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요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핵심 역량으로는 

도전정신과 추리력, 환경 및 윤리의식, 창의력의 순으로 나타

났다. 요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핵심 역량으로는 직

업소양,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 세계화 소양의 순으로 나타났

다.

다. 핵심역량과 관련된 재량 ․ 특별 활동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재량 ․ 특별활동에서의 교육 및 활동을 

이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역량과 관련된 활동으로 그룹화 하

였다. 아래의 Table 6을 기초로 하여 설문 결과 도출된 만족

도와 요구도를 각 고등학교의 재량 ․ 특별활동에 반영할 수 있

을 것이다.

2. 산업체의 핵심역량과 관련한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조사 ․ 분석

가. 산업체의 핵심역량에 관한 대학 교육과정의 만족도

산업체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 재학 

중에 받은 교육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대인관계능력, 환경 

및 윤리의식, 문제해결능력의 순으로 비교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다문화 이해 항목의 경우, 졸업 후 경과한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가 만족하지 않거나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경우가 45.46%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는 8.0%에 불과하였다. 특히 졸업한 지 21년 이상이 된 졸

업자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율이 55.17%로 다른 경

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졸업한 지 오래된 경우

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 소양 항목의 경우, 각 전공계열별에 상관없이 전체

적으로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8.73%)가 만족하지 않거나 

매우 만족하지 않다(44.63%) 보다 훨씬 낮게 응답을 하여 각 

계열 모두 세계화소양에 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공계열 출신의 경우 47.46%가 세계화소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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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survey of the current university curriculum's satisfactions about core competence for industry

설문항목
현행 대학 교육과정에서 만족되는 정도

평균값 표준 편차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① 글로벌마인드
빈도 2 33 122 85 33

3.41 0.88
구성비(%) 0.7 12 44.36 30.91 12

② 다문화 이해
빈도 1 21 128 85 40

3.52 0.85
구성비(%) 0.36 7.64 46.55 30.91 14.55

③ 대인관계 능력
빈도 13 86 125 35 16

2.84 0.92
구성비(%) 4.73 31.27 45.45 12.73 5.82

④ 도전정신과 추진력
빈도 5 50 140 63 17

3.13 0.85
구성비(%) 1.82 18.18 50.91 22.91 6.18

⑤ 리더십
빈도 8 40 153 55 19

3.13 0.85
구성비(%) 2.91 14.55 55.64 20 6.91

⑥ 문제해결 능력
빈도 8 66 141 44 16

2.98 0.87
구성비(%) 2.91 24 51.27 16 5.82

⑦ 사회 봉사활동
빈도 10 32 132 66 35

3.31 0.96
구성비(%) 3.64 11.64 48 24 12.73

⑧ 세계화 소양
빈도 2 22 128 84 39

3.49 0.86
구성비(%) 0.73 8 46.55 30.55 14.18

⑨ 외국어 구사능력
빈도 2 25 126 89 33

3.46 0.85
구성비(%) 0.73 9.09 45.82 32.36 12

⑩ 의사소통 능력
빈도 8 55 156 41 15

3.00 0.83
구성비(%) 2.91 20 56.73 14.91 5.45

⑪ 인턴십 경험 유무
빈도 9 55 141 53 17

3.05 0.88
구성비(%) 3.27 20 51.27 19.27 6.18

⑫ 자기관리 및 계발능력
빈도 8 49 139 66 13

3.10 0.85
구성비(%) 2.91 17.82 50.55 24 4.73

⑬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
빈도 10 48 135 56 26

3.15 0.94
구성비(%) 3.64 17.45 49.09 20.36 9.45

⑭ 창의력
빈도 5 36 154 59 21

3.20 0.83
구성비(%) 1.82 13.09 56 21.45 7.64

⑮ 환경 및 윤리의식
빈도 18 58 133 50 16

2.96 0.94
구성비(%) 6.55 21.09 48.36 18.18 5.82

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거나 매우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

우가 만족한다(8.47)인 경우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

공계열의 세계화소양교육에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외국어 구사능력 항목의 경우, 각 직장유형에 상관없이 전

체적으로 44.36%가 만족하지 않거나 매우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을 했으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82%에 불과하여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교육과 노력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기관 종사자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

답한 경우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인관계능력 항목의 경우, 경상계열 출신들의 41.47 %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인문사

회계열, 이공계열 출신 순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경상계열 출신 졸업자들의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하여 대인관련 업무가 많고, 전공 등의 특성

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윤리의식 항목의 경우, 이공계열 출신들이 다른 계열 

출신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않거나 매우 만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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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survey of the future university curriculum's demands about core competence for industry

설문항목
현행 대학 교육과정에서 만족되는 정도

평균값 표준 편차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① 글로벌마인드
빈도 183 81 11 0 0

1.37 0.56
구성비(%) 66.55 29.45 4 0 0

② 다문화 이해
빈도 86 141 44 3 1

1.88 0.73
구성비(%) 31.27 51.27 16 1.09 0.36

③ 대인관계 능력
빈도 151 106 17 1 0

1.52 0.63
구성비(%) 54.91 38.55 6.18 0.36 0

④ 도전정신과 추진력
빈도 174 83 18 0 0

1.43 0.61
구성비(%) 63.27 30.18 6.55 0 0

⑤ 리더십
빈도 159 102 14 0 0

1.47 0.59
구성비(%) 57.82 37.09 5.09 0 0

⑥ 문제해결 능력
빈도 157 107 11 0 0

1.47 0.57
구성비(%) 57.09 38.91 4 0 0

⑦ 사회 봉사활동
빈도 71 132 63 8 1

2.04 0.80
구성비(%) 25.82 48 22.91 2.91 0.36

⑧ 세계화 소양
빈도 114 124 34 3 0

1.73 0.72
구성비(%) 41.45 45.09 12.36 1.09 0

⑨ 외국어 구사능력
빈도 183 71 20 1 0

1.41 0.64
구성비(%) 66.55 25.82 7.27 0.36 0

⑩ 의사소통 능력
빈도 137 115 23 0 0

1.59 0.64
구성비(%) 49.82 41.82 8.36 0 0

⑪ 인턴십 경험 유무
빈도 142 117 15 1 0

1.55 0.62
구성비(%) 51.64 42.55 5.45 0.36 0

⑫ 자기관리 및 계발능력
빈도 121 126 28 0 0

1.66 0.65
구성비(%) 44 45.82 10.18 0 0

⑬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
빈도 85 131 56 3 0

1.92 0.74
구성비(%) 30.91 47.64 20.36 1.09 0

⑭ 창의력
빈도 141 104 27 3 0

1.61 0.71
구성비(%) 51.27 37.82 9.82 1.09 0

⑮ 환경 및 윤리의식
빈도 109 115 46 5 0

1.81 0.78
구성비(%) 39.64 41.82 16.73 1.82 0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8.8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이공계열 출신들이 현장 실무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환경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 항목의 경우, 근무 경력별로 분석하였을 때 

총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졸업자의 경우 38.09 %가 대학

시절 교육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을 한다고 응답을 하였으

며, 23.81%만이 만족하지 않거나 매우 만족하지 않다고 응

답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근무 경력자에 비하여 근

무경력이 가장 짧은 졸업자의 경우 최근의 교육과정과 교수 

형태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적용한 수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산업체 핵심역량에 관한 향후 대학 교육과정의 요구도

산업체 인사에게 향후 졸업생들에게 산업체가 요구하는 핵

심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하여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마인드, 외국어 구사능력, 도전정

신과 추진력, 문제해결능력 순으로 요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



노태천 이소이 류승민 구진희 이영민 김용재 채정배

공학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201118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글로벌 마인드 항목의 경우, 졸업 후 21년 이상 되는 사람

들이 ‘매우 요구된다’는 척도에 79.31%로 가장 높게 응답하

였다. 이는 기업 경력이 많을수록 글로벌마인드가 절실히 필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어 구사능력 항목의 

경우, 모든 전공계열에서 향후 대학 졸업생에게 매우 ‘요구된

다’ 또는 ‘요구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업체에서 외국어 구사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되며, 대학에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전정신과 추진력 항목의 경우, 경력별로 분석한 결과 21

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도가 7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기

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관리자급 이상이기 때문에 부

하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도전정신이나 추진력을 더 많이 필

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항목의 경우, 95%가 문제 해결능력이 

매우 요구되거나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체에 근무

하고 있는 졸업자의 96.77%가 ‘매우 요구된다’ 또는 ‘요구된

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직장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즉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자의 경우 문제 

해결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대학교육과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지방 C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교-대학-

산업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수도권의 대학과는 달리, 학생들의 대기업 

취업이 쉽지 않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정동섭, 2007, 강성원 외, 2001). 이러한 해결책은 학교

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 나아가 고교-대학-산업체의 연계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교-대학-산

업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자 한다.

산업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과 관련된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세계화 소양 교육과 외국어 구

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문화 탐방 및 체험, 외국대학과의 

상호학점 인정과 복수학위 인증, 영어전용강의 수업의 확대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마인드나 도전정신과 

추진력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외어학연수의 필수 

학점화, 외국의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강연

회 실시, 프로젝트 과제의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특허 출원 

등을 통한 도전정신과 추진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학기제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과정 이수 학점화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재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과 관련된 설문내용

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도전정신과 추진력’, 

‘창의력’, ‘환경 및 윤리의식’ 항목과 관련된 활동의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 즉, ‘수련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실습노작

활동’, ‘민주시민교육, 에너지교육, 해양교육, 환경교육’ 에 관

한 현재 수업의 개선 및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교류활동, 친교활동’ 등을 통하여 대인관계능력을 향

상시키고, 재량 ․ 특별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문제해결능력 향

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노작활동’ 등의 강화 및 추가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각 핵심역량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들

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하여, 비교과영역(재량활동, 특별

활동)에서 각 항목에 맞는 활동의 개선, 강화, 도입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맞는 구체적인 교육 활동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

여 교육 관련 전문가, 학교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세부적

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I. 요 약

이 연구는 고교-대학-산업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추출 ․ 항목화하고,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과 대학 교육과정에 관한 산업체의 인식을 조사 ․ 분석하

였다. 그리고 설문 결과 및 분석을 기초로 고교-대학-산업체 

연계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기업

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 고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및 대

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대한 문헌과 선행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하여 핵심역량 항목을 15개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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