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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률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들

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있으며, 통계

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1%, 2016년 9.8%, 2017년 9.8%, 2018년 9.5%, 

2019년 1월 8.9%, 2019년 2월 9.5%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9). 또한 지난 10년간 4년제 대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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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 취업률이 2006년 63.1%

에서 2015년 52.5%로 10.6% 감소하였고, 그 원인으로 업무 

내용과 자신의 전공이 불일치하여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파

악되어 산업 수요에 맞는 전공 교육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용순, 2017).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우석･김희선･김정훈(2014)은 

산업체 직무체계 연구, 직무 기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력 공

급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 할 양질의 인재

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세희･최은영

(2016)도 취업률 향상을 위해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을 개편하여 실무 능력을 함양 시켜야 한다고 실증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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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is, Korean universities should reorganize their curriculum such as job system research and job - based program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emand of industry in order to improve their working ability due to the decrease of the school - age population 
and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this study, first, conceptualization of friendly education and definition of industry – university cooperation 
and analysis of cases related to friendly -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second, analysis of fusion healing majors 
in Healing Bio - I want to conduct research. Konkuk University Healing Bioresource College conducted a survey based on demand such 
as experts and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y - academic cooperation - friendly curriculum. As a result of this process, I developed 
a curriculum development committee to study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 
and Delphi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mpetitiveness curriculum reflecting competitivenes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Korea, to develop competitiveness curriculum that reflects customized opinions of societal demand, to organize systematic 
curriculum to have practical ability,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link through development of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e will make contribution to build the system of operation from the center to the consumer center, 
evaluation of the practical ability through the curriculum and the feedback system.

Keywords: Industry-academy cooperation-friendly curriculum, Healing bio-sharing university, Convergence healing majors, Focus group, 
Delphi survey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융합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 힐링바이오공유대학 융합치유전공 중심으로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2(6), 2019 29

이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세계 경제 불황과 국내 내수 시장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 교육이 변화해야한다는 혁신

의 물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하

는 미래 교육 혁신 사례로 에스토니아의 코딩+수학, 일본의 VR 

가상학교, 미국의 STEM 교육이 대표적이다(노규성, 2018).

특히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교는 그래픽, 수학, 기술, 공학, 과학, 설계 등의 융합 교육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The council of Canadian Academies, 

2015).

한편, Schwab, Klaus(2016)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제조업

과 ICT의 융합을 통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핀테크, 웨어러

블, 빅데이터 등의 핵심 요소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밝히며, 그 

중 VR, AR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승철(2017)은 

MOOC, 플립러닝 등 새로운 혁신 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학 교육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뀔 것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예로 건국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글로컬 양 캠퍼스의 강점을 상호 연합하

여 힐링바이오공유대학을 설립하여 반려동물융합전공, 당뇨

바이오헬스케어융합전공, 바이오기능성식품융합전공, 융합치

유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힐링바이오공유대학의 특

징으로 첫째,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둘째 전공 간 융합을 통해 MOOC, PBL, 플립러닝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능동적 수업 참여와 융합 교육

과정의 운영 효율화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건국대 LINC+사

업단, 2018).

한편 정부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관 및 시설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고,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에서 동물 및 식물을 활

용한 융합치유를 시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삶

의 질과 복지 향상 관점에서 동물매개치료사, 감정 노동 상담

사 등이 유망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어 향후 인력 수급에 대비

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연

구에서는 첫째,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 정의를 개념화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관련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힐링바이오공유대학 내 융합치유전공을 분석하여 어떻게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는지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

발 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의 배경 및 정의(융합

전공, 연합전공)

산학협력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등

이 교육기관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함으로서 산업

체의 기술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과 신기술의 개발 지원, 그리

고 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교육에 반영하고 이것을 통해 관련 산

업의 필요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2018)은 산학협력이란 지역의 산학협력 관련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학습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여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신뢰를 쌓아, 협력 주체들 간 상호작용

(interaction)을 촉진함으로써 산학협력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혁신을 창출하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활

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무형 

인재양성 및 현장중심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에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과 산업체와의 산

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강정화, 2011).

기존의 산학협력은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연구소 간의 바라

보는 관점이 달랐다. 다시말해 연구비 관리 중심 및 활동, 연구

자에 대한 보상과 활성화 저조 등으로 산학협력의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자발적 참여가 결

여되거나 공과대학 중심 지원으로 산학협력을 대한 전반으로 

확산 되는 것이 미흡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처럼 미흡한 정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산학협력 

지원을 추진하고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2012년부

터 추진하였다. 기존의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연구중심이나 교

육중심 또는 특정 학과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산학협력 범위를 확대하

고 대학 전체의 인프라와 체질변화 그리고 다양한 산학협력 모

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지역의 산업체와의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진행해오던 

산학협력 활동들을 LINC사업(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

로 통합하여 대학의 학칙 개정을 유도하고 대학의 체질을 산학

협력 친화형으로 변화시키고자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산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등 종합적인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체 및 사

회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김동철･김정원, 2015; 백철우 외, 2016; 여석호, 2016; 이

종호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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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방안

을 제시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융합

전공 또는 연합전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강정화, 2011).

최근 이러한 산학협력의 개념 확대와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

는 추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의한 산학협력을 확대하

여 신산학협력으로 기존 정부 주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

심으로의 대학, 산업체, 정부, 지자체 등 협력적 네트워크형으로 

전환을 기본개변으로 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또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란, 산업체 현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지식 등의 내용

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자격기본법 

제2조) 이러한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경험, 

즉,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지식 등의 직무능력을 높이

기 위한 경험을 목적으로 한다(Dongsun Choi, 2015). 이러한 

교육과정 또한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프로젝

트나 업무들을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일부분을 담당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김경희, 2016).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변화시키며, 

삶의 속도와 규모 그리고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교육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대학 및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과

정 개발은 우리나라 대학이 실행해야할 당면 과제이며, 혁신적인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스템 해야 한다(박종기, 이태희 2018).

최근 대학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융･복합의 활성화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갖춘 연계전공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니즈를 해결하고 

대학과 산업체간의 일자리창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융합 교육과정 관련 사례

최근 세계적인 트랜드인 ‘공유경제’ 개념을 통하여 대학에서

도 공유대학 등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개

념에서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을 개설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2017년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2017.05) 개정사항

의 내용을 보면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동일한 대학 내 학과 간 

연계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던 융･복합 전공제도가 국내뿐

만 아니라 해외 대학 간 새로운 전공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개

정되었다(관련조항 §19① 개정).

또한 전공 필수제를 페지 하고 소속 되어있는 학과 전공, 융

합전공, 연계전공 중 수강생들로 하여금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

택의 범위를 넓혔고, 이동수업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학생

들에게 사회 변화에 맞는 여러 가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연계 교육과정

을 여러 대학에서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PEL(Politics, Economics and Law)연계전공은 

종합적 사고능력과 지식을 배양하는 교육보다 취업을 지향하

는 교육이 팽배한 한국 대학의 현실 속에서, 기존의 대학 프로

그램은 국내 로스쿨은 물론 국외 명문 로스쿨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내기에 역부족 하였다. 다수의 미국 로스쿨들이 로스쿨 

지망생들에게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broad, diverse and challenging) 교과목들을 선택하도록 권

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전인적 교육이 이행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은 기초적인 법 교육 및 사회과

학적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 로스쿨(Pre-Law) 제도

를 융합 전공의 형식으로 도입하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 능력과 지식을 겸비하고 국제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한동대학교의 융합 연계 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EA(Global Edison Academy)프

로그램으로 이는 경영분야와 법의 융합교육, 사회분야와 예술

분야의 융합교육, 과학 분야와 기술 분야의 융합교육, 성취교

육 및 비전분야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가를 양

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박종기･이태희, 2018).

성균관대학교는 공학계열학과 학생들이 전공분야를 넘어서 

경영, 사회심리 및 소비자 등 여러 가지 관점을 융합하는 지식

을 기르고자 다학제 교과목인 융합 종합설계 과목을 개설하였

다(이상원, 2010).

아주대학교는 e-비즈니스 학부, 지역연계 연구, 미디어 학부, 

문화콘텐츠학부 등의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연계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는 개인 밀착형 교과와 문제해결식 

수업, 산학연계가 가능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림대학교는 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기 위해 유연성과 현장 

적합성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홍병선, 2016).

연세대(2018)는 작년 3월 포스텍대학과 공동학위를 줄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양 캠

퍼스의 자원 공유를 통해 블록체인 캠퍼스를 구축하고 변화하

는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에 맞춰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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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주(2013)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융합교육)의 사례를 분석하여, 융합

교육 학습자의 내면적 성장에 눈높이를 맞춘 교육의 목표를 설

정하고 승법적, 현장중심적, 학생중심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강갑원(2015)은 융합교육을 한국과 미국에서 융합인재교육

(STEAM)에서의 융합의 변천과정과 그에 대한 정체성을 살펴

보고 융합교육을 이공･자연계 교과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과정이라 정의 하였다.

건국대학교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지식을 

수양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힐링바이

오공유대학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이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

퍼스와 서울캠퍼스의 각 장점들을 살려 취업, 창업의 CMS트랙 

진로를 선택할수 있도록 아여 학부 교육 제도의 장점을 강화시

키고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2018)은 공학적 설계방식을 기준으로 

수강생들을 통해 예술의 학문적 방법 및 사회과학 그리고 경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D-School 프로그램 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교육과정 평가보고기관(ACARA, 20185)은 학생이 스

스로 본인의 전공을 설계하여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 수리, 상

호 이해, ICT 등의 요소를 통해 교과 커리큘럼을 개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로 및 생애기능, 혁신 및 학습 

기능 즉, 정보, 테크놀로지 기능, 언론,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등의 기능을 제안하였다(Trilling & Fadel, 2009).

이처럼 최근 여러 대학에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기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있다. 또

한 현대 사회는 창의융합인재를 요구하고 있어 대학 교육도 이

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에 흐름을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보면 융복합 교육정책들이 

많은 부분에서 시행되어 왔다. 먼저, 초･중등 교육을 보면 1990

년대 이후에는 ‘공통과학’을 개설하였고(정완호 외, 1993), 2000

년대 부터는 교육정책을 통해 다른 학문을 융합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번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박현주 외, 2014).

최근 대학에서도 학과 간의 전공을 허물고 새로운 융복합 연

계전공 및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은 기족 

전공 내에 융･복합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연계 전공 협동과정

을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로 융복합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반영한 학제 간 

융･복합 교육과정 자체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교육과정이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계전

공 과정 수 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홍성욱 외, 2013).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함에 있어서 대학은 융･복합 교육과정

을 개발하고, 각 대학의 수요와 지리적, 환경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잘 반영하여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의 융복합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서영진, 2018). 

III. 융합치유전공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숙의

1. 융합치유전공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융합(融合, Convergence)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

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하나로 합친다, 경계가 무너

지면서 하나가 된다는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두 제품 

간, 산업 간, 비즈니스 모델 간, 결합이나 융합의 의미로 사용

되고 있어 기술, 인문, 과학, 각각의 세분된 학문들의 결합 뿐 

아니라 응용하여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것을 통칭하여 융합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치유는 영어로 힐링(healing)으로 쓰이가도 하며, 힐링은 그리

스어 ‘홀로스(holos)’에서 유래되었다. 홀로스(holos)는 holy (신

성한, 영적인), whole(전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health)

와 어원이 같다. 치유는 신체적·정신적·영적인 불완전 상태가 전

인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며 본래의 전체성을 회복

하는 것이다. 치유와 유사한 개념으로 치료가 있는데 치료는 영

어로 테라피(Therapy)이며 테라피는 ‘therapeai' (도움이 되다, 

병을 고쳐주다)에서 유래한 말로 치유가 경험적·정서적·영적인 

개념이라면 치료는 과학적·의학적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다.

융합치유는 치유를 위해 다양한 학문 및 방식을 융합하여 적

용하는 것으로 전인적 회복을 위한 방식의 융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건국대학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의 

일환으로 창의적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케어 신

산업을 선도하는 힐링바이오공유대학을 설치하고 전공 내 전

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융합치유 전

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로 융합치유전공을 개발하였다.

건국대학교 융합치유전공에 대한 교육비전은 미래목표상을 

제시하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힐링바이오공유대학의 목표인 2025년 바이오헬스

케어 산업을 융합치유전공이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비전을 구성

하였고, 이해관계자분석과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하여 융합치

유 관련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와의 상호 강점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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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추진 전략으로 ʻ힐링바이오공유대학ʼ을 설립하여 지역 단

일대학의 잠재적 역량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합형 교육 모델

을 제시하였다. 이는 ʻ힐링바이오공유대학ʼ의 ICT, 바이오, 빅데이

터 등의 융합 교육과정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바이오 관련 융합

기술과 인력 양성 및  신기술 개발을 주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건국대학교 융합치유전공 교육과정의 개발의 필요성은 첫째, 

지역창조경제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쟁력을 지닌 

커리큘럼의 필요성 인식과 둘째, 내･외부 전문가 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화분야의 경쟁력 있는 교과 운영, 셋째, 산업체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 교과 편성의 필요, 넷째, 인재육성 

방향과 일치하는 커리큘럼 및 취업 연계의 필요, 다섯째, 공급

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학과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 여섯째, 교육과정을 통한 실무능력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 수요조사를 통한 산업체 수요 맞춤형 실무 

교육과 학제 융합형 교육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융합치유 교육

과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교육과정 개발은 융합치유전공 교육과정에서 지향

할 인재육성 목표의 명확화, 주요 진출 산업분야의 니즈 수렴, 

융합치유전공의 주요 산업체로 진출하기 위한 직무역량 및 정

의, 직무모형에 따른 교과목 커리큘럼 도출 등의 산업체 현장

의 요구와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교육을 개발하

는 목적에 있다.

Fig. 1 융합치유전공 교육과정

Fig. 2 교육과정 개발 목적

2.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

건국대학교 힐링바이오공유대학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

정 개발을 위해 전문가, 산업체 등 수요에 의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진행 과정으로 전공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구

성하여 문헌조사에 의한 내·외부 환경분석, 포커스 그룹(교수

진, 산업체) 인터뷰, 델파이 조사 등을 연구방법 및 기법으로 

채택하여 연구하였다.

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로 문헌조사에 의한 환경분석을 하였는데 환경분석은 내부환

경과 외부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되어진 분석 

방법은 내부환경분석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LINC+사

업단의 인터넷 조사와 건국대학교의 요람, 사업계획서 등 발행

물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외부환경 분석은 주요 사이트의 인터

넷조사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1) 문헌조사

Fig. 3 환경분석을 위한 수요조사방법

2) 내･외부 환경조사

내부환경분석은 대학과 LINC+사업단의 요람, 사업계획서 

등 대학 내부 자료와 인터넷조사를 통해 이루졌는데 대학 중장

기 발전계획, 교육의 목표 및 인재상, LINC+사업단의 비전 및 

목표, 전공 교과과정의 특징과 연계성 및 체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외부환경분석은 주요 사이트의 인터넷조사를 통해 정치적·경

제적·사회적·기술적 분석을 한 PEST분석과 지역산업 현황과 

지역시장 규모를 분석하는 지역산업 분석, 산업현황 및 전망, 

산업트렌드, 인력수급 현황을 분석하는 관련 사업현황 및 트렌

트 분석, 외부환경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로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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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내부환경분석 구조도

Fig. 5 외부환경분석 구조도

이때 PEST분석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Political･
Economic･Social･Technology)인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다채로운 분석을 가능하게하는 분석 

기법이다.

나. 포커스 그룹(교수진 및 산업체) 인터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담당 교육전문가가 개발의 핵심적 역할

을 할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여 산업체들에 대한 수요

를 파악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융합치유의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심리상담, 동물매개치유, 

식물매개치유, 예술치유 등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산업체들

의 의견들을 조사하였다. 

Fig. 6 이해관계자 Needs 분석 

1) 포커스 그룹(교수진) 인터뷰

전공 교수진의 심층 인터뷰는 전공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인재상의 도출, 전공 교육과정의 필요 역량과 전공 교과목에 

대한 Needs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융합치유전공 교육과정의 

개발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인터뷰의 일정 및 방법은 건국대학교 회의실에서 심층인터뷰

로 약 30 ~ 40분간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의 내용은 전공교육과정 

개발 방향, 진출 분야 및 직무, 산업현황 및 이슈, 전공 특화 역량, 

교과목 관련 의견, 전공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한 내용이다.

Table 1 교수진 인터뷰 설계안

No. 조사 영역 주요문항 

1 환경분석 
트랜드 및 환경 

전공과 관련한 최근 중요한 환경적 
이슈 

강점/약점요소 건국대학교의 강점, 약점 요소 

2
전공인력양성

유형 

인재상 인재육성 방향 

필요능력  필요능력 (지식, 기술, 태도) 

3 직무모형 연관직무 주요 진출분야 및 연관 업무 

4 관련자격 관련 자격증 전공 관련 자격증 

5 커리큘럼 커리큘럼 구성 전공 운영 교과목 및 신규 제안과목 

6 제안의견 발전방향 및 기대사항 전공 개설 시 고려 이슈 

 

2) 포커스 그룹(산업체) 인터뷰

산업체 인터뷰는 융합치유 전공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전문

가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공지식에 대한 역량과 전문적 

능력을 토출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Table 2 산업체 인터뷰 설계안

No. 조사 영역 주요문항

1 환경분석  

트랜드 및 환경 산업분야 주요 트랜드 및 이슈 

강점/약점요소 
전공의 가치 및 위상 건국대 인지
도 및 평판 수준 

2
전공인력양성

유형 

인재상 인재상 키워드 

채용 평가 요소 채용 평가 요소 

3 직무모형 

연관직무 경험 직무/업무 

직무모형구성 직무모형 초안에 대한 개선의견 

직무모형 검증 직무 중요도 / 필요도 

4 관련 자격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 

5 커리큘럼 

커리큘럼 평가
교육과정 체계성, 실무 활용가능
성, 산학연계성 

적합 과목 현장 활용 시 적합 과목 

신규 제안 과목  향후 제안 과목

교수방법 제안 
실무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교
육 방법 

6 제안의견 발전방향 및 기대사항 기대사항 및 발전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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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약 5일간 소요되었으며 30 ~ 40분간의 심층인터

뷰, 서면 질의, 전화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총 2개 분야의 5명의 전문가에게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

은 산업체 및 담당직무 소개, 산업체 트렌드 및 환경, 직무 및 

역량, 직무모형 및 자격증, 커리큘럼 및 학습방법이다.

다.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는 융합치유전공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관련 

산업체별 전문가들 총 11개 기관 12명에게 약 1주일 동안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무별 전공에 대한 역량과 직무모형

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조사 문항으로는 산업체 기업 및 직무, 

직위, 근무 연수 등, 직무 모형 검증, 자격증, 커리큘럼 및 학습

방법 등이다.

Table 3 산업체 설문조사 설계안  

No. 조사 영역 주요문항

1 직무모형 직무모형 검증 직무 중요도 / 필요도 

2 관련 자격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 

3 커리큘럼 

커리큘럼 평가
교육과정 체계성, 실무 활용가능
성, 산학연계성 

적합 과목 현장 활용 시 적합 과목 

신규 제안 과목  향후 제안 과목

교수방법 제안 
실무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방법 

4 제안의견 발전방향 및 기대사항 기대사항 및 발전 아이디어 

3.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구성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참여인력은 산업현장 전문가, 교육 훈

련 전문가, 학과 교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소 자격 기준

은 산업현장 전문가의 경우 해당분야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 취

득자,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자격증 취득 후 5년이상 실무경력자, 10년이상 실무 경력자이며,

Fig. 7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참여인력 및 전문가 선정기준

교육훈련 전문가와 학과 교수의 경우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

으로 대학에 재직중인 사람, 고등학교 교사 혹은 직업훈련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박사학위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5년이

상 실무 경력자, 자격 취득자 중 5년 이상 실무경력자, 10년이

상 실무경력자이다.

4. 힐링바이오공유대학 융합치유전공 교육과정 로드맵

힐링바이오공유대학의 융합치유전공은 ’창의적 융합으로 4

차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케어 신산업을 선도하는 힐링바이오 

공유대학‘이라는 교육비전을 통해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융합치유 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통해 현장수요 맞충형 교육, 실무형 교육, 학제 융합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융합치유 분야의 식물교감치

유전문가, 동물교감치유전문가, 융합테라피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다.

가. 교과목 개발

융합치유전공은 생명특성학과 등 13개 학과에 24과목(직무

기반 17, 전공기초 7), 69학점으로 개발하였다.

나. 교육과정 로드맵

Fig. 8 교육과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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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포커스 그룹(교수진) 인터뷰 결과

포커스 그룹(교수진) 인터뷰 는 전공교육과정 개발 방향, 

진출 분야 및 직무, 산업현황 및 이슈, 전공 특화 역량, 교과목 

관련 의견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Table 4 포커스 그룹(교수진) 인터뷰 결과

항목 주요내용

전공교육
과정 
개발 
방향

- 융합치료의 개념이며, 동물, 식물, 예술을 방식으로 하는 치료이
고, 원예치료도 같이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공이므로 새로운 
과정이 많이 필요함

- 현재는 이론중심이었다면, 나중에는 통합형 교육이라고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음. 또한, 전체를 보고 자신의 미래를 조기에 설정하는 
사회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받아서, 사회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진출분야 
및 직무

- 주로 관련 국가나 민간자격증이 있음. 산림치유도 있고, 원예치료
도 자격이 있음, 동물치료는 민간인데 국가+민간으로 시도 중임

- 농림부에서 주도하여 치유농업사 자격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드는 중

산업현황 
및 이슈

- 국가 연구소(농진청, 산림과학원, 산림청 등) 관련 자격증이 있고, 

작년부터 뽑고 있음. 학사는 아니고 원예치료 석사, 동물매개치료 
석사, 보건의학 석사 등으로 특채로 채용중

- 관련 병원 복지관에서는 정규 일자리는 어렵고 대부분 학생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데 창업은 개인 사업자를 내서 센터를 설립하거
나 실제 기관에 가서 사업으로 교육과정에 창업 과정도 필요함

- 산업체로 각 부문별 전문가 접촉 필요.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산림복지진흥원, 동물매개체료도 협회가 있음(원광대 또는 전북
대), 힐링산업협회

- 도시농업과 치유농업도 포함됨. 도시농업은 국가자격증으로 농
업은 법제화됨, 치유농업은 농업진흥청의 김경미 연구관 추천

- 의료보험 : 힐링 관련해서 유럽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도 2017년
부터 인지중지치료로서 의사들이 원예치료를 인지치료로 전환하
자고 했을 때 의료수가를 받는 것이 가능해져서 점점 현황이 
좋아지고 있으며, 지금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배출하면 좋을 듯. 

오히려 늦은감도 있음

전공 
특화 
역량

- 동식물치유와 예술치유 2개의 트랙으로 검토해야 함
- 상담심리를 기반으로 융합치유를 연계하는 것임
- 대학원에 동식물치유학과가 생기는데 대학원 수준에서는 학문적

으로 의미가 있고 학부수준에서는 상담심리를 기반으로 함

교과목 
관련 
의견

- 관련학과 교과목은 이번 주 중으로 확정 예정
- 서울캠퍼스: 수의학과, 동물자원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융합과학

기술원
-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과도 동물가지고 힐링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음
- 신규과목은 이론강의가 아닌 실습위주로 갔으면 좋겠음. 이론을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과제물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간단하게 시제품이라도 만들어낸다는 
식으로 실무적인 부분으로 과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2. 포커스 그룹(산업체) 인터뷰 결과

포커스 그룹(교수진) 인터뷰는 산업체 및 담당직무, 트렌드 

및 환경, 직무 및 역량, 직무모형, 커리큘럼 및 학습방법,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방법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포커스 그룹(산업체) 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산업체 
및 

담당직
무

심리
상담

- 임상심리치료를 중심으로 중독, 공황 등 상담을 주로 하는 
센터 운영

- 가족정책, 양육비이행관련 업무를 담당, 가족관련 업무
- 암환자를 위한 통합의학프로그램으로 좋은 자연환경에서 

양방과 한방, 대체의학을 통한 치유를 추구

융합
치유

- 수학전공을 했으나 음악치료 대학원 졸업 후 음악치료 
- 청소년 정서 치료, 우울증, 장애아동, 조현병, 치매환자 등 

활동 대상이 다양하며 주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나 위센
터 등에서 환자들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 치료는 
주로 10명 정도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8회기, 12회기 
정도, 가끔 년 단위 계약이 있음

- 음악을 매개체로 이야기도 만들어 보고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하고 곡을 만들어 보는 등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

- 임상심리치료에 가족치료 개념을 처음으로 접목시켜 발전
시킨 자부심으로 센터를 설립하였고 센터 위치도 상담 
시설이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노원지역을 선택. 본 센터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돼있어 내담자들 중 정부지원(바
우처 등) 수혜자가 50%, 일반인이 50% 정도 됨. 인턴 
포함 13명의 상담자가 근무. 양평에 가족 단위로 1박 2일 
숙박을 하며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족치료센터
도 운영

트렌드 
및 

환경

심리
상담

- 치료와 치유는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함. 다양한 매개 
및 활동을 통해 치유하는 것이 트랜드이지만 기본적으로 
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해당 전공은 가치가 높으나 사회에서의 대우가 높지 않고 
학위가 필요한 것도 현실임

- 상담 부분은 국가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증가함(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부분),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소모임 구성
이 증가함(국가적인 지원, 젊은 층 대상, 자살예방 등)

- 학과보다도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커리어가 중요함
-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

계 등을 통한다면 전망이 밝다고 생각함
- 치유와 상담, 사회복지가 함께 가야 함
- 상담 부분은 국가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증가함(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부분),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소모임 구성
이 증가함(국가적인 지원, 젊은 층 대상, 자살예방 등)

- 자연 속에서 직접 몸에 좋은 약초를 캐고 의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소통하는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데 아로마테라피, 

운동치유, 숲을 활용한 치유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의 
가족도 같이 참여함. 치유의 효과가 좋은 편이며, 점차 센터
를 확대하고 있음

- 암치료의 어려운 점인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선진국과 같은 영양관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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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파이 조사 결과

델파이 조사는 정신건강 및 상담, 동식물매개치유, 예술치유

로 나누어 직무모형을 검증하였고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융합
치유 

- 음악치료사협회 등 협회나 주변에서는 항상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필드에서 느끼기에는 활동할 자리가 
없고 생계수단으로는 너무나 열악함. 사람들의 인식
이 ‘음악치료가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을 지불하며 하
기에는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됨. 자원봉사로 서비스
해주기를 바라는 경향 

-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융합치료라고 하는데, 

학문적 근거를 만드는게 무엇보다 필요. 예술치료라 
하면 음악, 미술, 연극(창작활동), 무용 정도를 필드에
서 인정. 원예나 동물치료는 알려지지 않았고 학문적 
근거가 부족

- 최근 치매안심센터에서 음악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 들었는데 음악치료 전문센터가 늘어나고 인식
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장애인은 바우처를 통해 
다양한 치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치료 중에서도 예술
치료는 최후의 선택을 받는게 현실임. 나라에서도 적
극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음악, 미술, 운동, 심리치료 
등이 자기 분야가 최고라고 고집하기 보다는 잘 어우
러지고 내담자를 위해 진정한 융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필드에서 부딪히다보면 서로간에 배
타적인 면이 많은데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이 많이 만
들어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람.

- 요즘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은 한물간 듯. 동물매개치
료가 새로운 트랜드로 주목받으리라 생각됨. 미국에
서도 말을 매개로 치료하는 분야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고 함. 

- 개인적으로는 운동치료 분야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발
전시키면 시장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됨. 본인도 찾아
와서 서비스 해주면 기꺼이 이용할 것임. 많은 사람
들이 PT를 통해 강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치료사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운동치료사들이 
상담 심리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시간적인 제
약이 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됨.  AI가 많은 부분을 대체하
고 소멸 될 직업도 많을 것으로 전망하는 요즘, 심리
치료 부분은 더욱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됨. 다
만 음악이나 미술 치료 등은 넘 포화상태이고 운동이
나 동물 전문가, 뷰티 쪽 전문가들이 치료와 병행하
면 경쟁력이 있으리라 추천함 

직무 
및 

역량

심리
상담

- 전문성, 도덕성, 팀워크
- 수용, 경청,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객관성이 필요함
- 학부 졸업한 학생은 학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보조진행

자 정도 업무 가능
- 상담사 자격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 심리

학, 뇌과학, 인간발달에 대한 지식과 수용, 경청,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함. 존중, 친절, 객관성이 필요하며, 

자아존중과 대인관계에 있어 협력적 태도, 문제해결, 대안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중요함

- 상담은 협업으로 주로 진행되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함
- 상담분야 이수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모든 분야 진출 

가능함
- 가족상담, 연구원(정책 등), 교육현장, 소모임 등
- 문화에 대한 감수성 (다문화, 상대에 대한 이해),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 열정이 중요
- 환자, 고객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예술융합치료, 뷰티테라피 등 중요

구분 내용

융합
치유 

- 도덕성, 팀워크, 열정
- 사람을 상대하고 치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성은 

기본
- 필드에서 활동하다 보면 심리기법이나 트랜드가 다양하고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음악치료만 고집하다보면 내담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팀워크가 정말 필요

- 진정한 융합은 학문적 근거가 있는 치료기법을 모두 알아야 
가능. 요즘 놀이치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분야를 공부하려 하니 자격절차를 밟기 어렵고 다른 
영역의 접근성이 힘든 경향. 학교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공 
분야가 팀작업을 통해 융합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 도덕성은 기본이고 전문성은 배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함. 

무엇보다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팀워크가 요구됨을 많이 느껴서 선택함

직무모
형

심리
상담

- 직무모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 심리치료가 중요함
- 심리치료, 심리건강증진, 사회복지지원 중요

융합
치유 

- 동식물매개치료를 위한 기본이 중요 
- 예술치유 분야는 미술, 음악, 운동, 영화 및 연극치료 정도만 

포함(영화치료는 감상이나 연극치료는 연극을 만드는 창작
활동을 의미함)

- 예술치료는 너무 많은 학교가 시도를 했다가 실패. 학부는 
보조적인 역할로 심리치료에 대한 맛보기를 경험하고 관심
이 생기면 전문과정에 진학하여 세부적으로 역량을 늘려나
가야 하지만 운동이든 뷰티쪽이든 동물관련학이든 특화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학적인 배경지식을 갖춘다면 
학부 졸업만으로도 시장에서 취업 가능하다고 생각됨. 개인
적으로는 뷰티전문가들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케어 활동을 담당하면 청소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됨   

- 건국대는 융합치유 분야의 후발주자로서 색다른 분야로 
접근을 해야한다고 판단됨

커리큘
럼

심리
상담

- 상담실습이 필요함
- 융합치유 관련된 후보과정의 과목이 필요
- 임상관련 교과목 필요

융합
치유 

- 개론으로 실무를 할 수는 없음
- 융합치유 입문, 카운슬링, 특수교육 등 필요 
- 상담실습 중요 학부에서는 이론과 실습이 적어도 7:3은 

필요
- 개인적으로는 5:5가 이상적이라 생각

실무능
력을 
위한 
학습
방법

심리
상담

- 현장실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경험해보면 학생의 가치관과 생각

이 많이 바뀔 수 있음
- 실무, 현장탐방 등의 과정 필요

융합
치유 

- 상담실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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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직무모형 검증 결과

직무
(Job)

전공능력
(책무: Duty)

전공능력검증
(5점 만점)

평균
활용
여부직무수행

중요도
교육

필요도

정신
건강 
및 

상담

심리치료 4.92 4.92 4.90 활용

심리교육 3.75 3.83 3.93 활용

임상심리 업무지원 3.75 3.67 3.97 활용

심리건강증진 4.17 4.08 4.30 활용

동식물
매개
치유

생태와 환경 이해 4.09 4.09 4.05 활용

치료도우미 동물 이해 4.27 4.27 4.26 활용

동물매개 치료 3.73 3.73 3.83 활용

치료 식물 이해 3.73 3.73 3.83 활용

식물매개 치료 3.73 3.73 3.83 활용

예술
치유

색채치료 3.18 3.18 3.35 활용

향기치료 3.18 3.18 3.35 활용

뷰티테라피 4.00 4.00 3.95 활용

또한 델파이 조사에서 직무 및 교과목 관련 의견은 직무 및 

역량, 자격증, 중요 교과목, 추가 제안 교과목, 기타 제안의 주

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직무 및 교과목 관련 의견

구분 관련 의견

직무 및 
역량

- 전문성, 도덕성
- 팀워크, 협력적 태도
- 문제해결, 논리적 사고, 대안적 사고
- 수용과 경청, 의사소통, 존중, 친절, 대인관계
- 인간에 대한 이해, 심리, 뇌과학, 발달 이해
- 문화에 대한 감수성
- 환자 및 고객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심리치료, 심리건강증진, 사회복지지원 중요
- 기초적 이해 중요 (동물, 식물, 예술)

자격증

- 한국상담학회 또는 상담학회 2급 이상
- 청소년 상담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건강가정사
- 피부관리, 아로마테라피

중요 
교과목

- 뇌와 행동
- 성인학습 및 상담
- 성장과 발달
- 뷰티화장품 향료학
- 아로마테라피개론
- 숲과 문화
- 환경과 미래

추가제안 
교과목

- 융합치유 (카운셀링, 특수교육, 입문, 사회복지)
- 상담실습, 상담의 실제
- 임상관련 교과목
- 가족이해, 건강가정, 가족상담
- 사례관리

기타 제안
- 실습중심의 교육 필요
- 현장탐방 필요
- 융합프로젝트 기회

V. 결 론

이번 연구는 건국대학교 힐링바이오공유대학 내 융합치유전

공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분석하여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 교육과정 혁신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1단계, 환경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전공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인재상

을 정립하였다. 2단계, 교육과정 개발 단계를 위해 전공능력 

명세서 및 검증을 하였고, 3단계, 교과목 도출을 통해 운영 방

안을 수립하였다.

융합치유전공 교육과정 관련 환경 및 수요조사 분석의 세부

내용으로 첫째, 산업현장 전문가, 교육훈련 전문가, 학과 교수

로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을 하였다. 

둘째, 환경 분석 및 이슈 도출을 위해 대학발전계획 및 사업

분석을 실시하고, 외부환경 분석을 위해 PEST 분석, 지역산업 

분석, 산업현황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협약 산업체가 원하

는 산학협력 방향성, 본 전공 졸업자들이 배치될 직무와 직무

에 필요한 역량 및 교과목을 검증하였고, 협약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

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은 NCS에 기반한 표준적 직무모형을 

도출하여 직무모형에 연계된 교과목과 그 외에 편성기준에 

의한 교육과정 체계를 수립하고, 각 과목별 성취수준을 포함

한 교과목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세부 

절차로 융합치유 인재육성 방안, 니즈조사 및 직무모형 설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순으로 교육과정을 개

발하였다.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는 현장수요 맞춤형, 

실무형, 융합형 교육 목표를 전공기초, 전공연계, 전공심화 기

반의 취업, 진학, 창업의 모듈식 트랙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없는 교과목의 융합을 통해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자의 노력, 대학 학사지원팀, 교육 

혁신원 등 대학 기관의 지원이 주요하고, 전통적인 이론식 수

업을 넘어서 MOOC, 플립러닝, PBL 등 혁신적 교수법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의 시사점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맞이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률 문제로 인해 청

년 실업률,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실

무 능력을 함양시켜야 하고,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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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학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우

리나라 대학의 인재양성 경쟁력 강화, 사회 수요 맞춤형 의

견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개발, 실무 능력을 갖추

기 위한 체계적 교과 편성, 각 대학의 인재육성 방향과 부합

하는 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취업 연계 강화, 공급자 중심에

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학과 운영 방식, 교육과정을 통한 실

무능력의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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