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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역시 미래세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는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며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변화와 함께 역량교육은 

꾸준히 진화해 오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역량교육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구축해가고 있는 역량교육과 최근 추구하고 있는 역량교육과는 약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역량교육의 큰 흐름을 파악하여,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되고 있는 역량교육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대학교육에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학습개념의 주요 틀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OECD(2015)의 Education 2030의 변혁적 

역량교육의 학습개념과 학습이론인 구성주의에 근거하여 미래지향적 교육구성안을 도출하였다. 변혁적 

역량교육의 목적은 ‘성공’보다는 ‘웰빙’에 초점을 두고 보다 포괄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관점이다. 이에 

미래지향적 교육에서의 학습자는 주위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실제적 학습경험을 하게 한다. 

또한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학습자의 개개인의 학습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및 이에 적합한 교육방

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역량기반 교육을 설계할 때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역량교육의 

큰 흐름의 혜안을 가지고, 유연한 교육구조 틀을 설계 할 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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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유형이 변화

해 왔고,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교육과정도 진화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1세기형 미래인재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

식이 전환되고 있다. 즉, 단순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암

기하는 능력을 요구했던 20세기형 인재와 달리 21세기형 

미래인재는 무한한 정보들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를 찾아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재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며,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구촌 문제에 

대한 세계의식 또한 요구되고 있다(류태호, 2019; 이상은, 

소경희, 2019; Draghici, 2019).

이처럼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자 대학교육

의 패러다임은 지식기반교육에서 역량기반교육으로 변

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교과기반의 ‘지식’과 ‘성과’ 

중심이었던 ‘학점(GPA)’이라는 결과물이 실제 사회에서

의 수행능력을 예측하는데 한계로 지적을 받으면서 ‘역

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에서는 대학의 이념, 교육목적에 맞추어 역량을 선정하고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 역량관리시스템 및 진단도구를 개

발하여 역량중심의 교육개편이 대학교육의 주요방향이 

되고 있다(김수동, 권양이, 2015; 방희원, 조규판, 2019; 

윤지영, 유영림, 2018).

이와 같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도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OECD, APEC, UNESCO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는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을 규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학교육과정을 개혁(박민정, 2008; 천호준, 신

민, 2018)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생

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1)

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방희원, 조규판; 2019; 전호

준, 신민, 2018; Gervais, 2016; Jones, & Voorhees, 2002).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역량중심교육과정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실제 미국 정부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2015)는 ESSA 

(Every Student Succeeds Act)법을 제정해 각 주와 교육구

가 자율권을 갖고 적합한 교육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역량중심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유태호, 2019; Sally & Louis, 2014). 국

내의 경우에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학부교육 선진화 선

도대학)사업’,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기폭제가 되어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강지혜, 이병실, 권

승아, 2019; 김수동, 권양이, 2015; 박혜정, 2018; 이영환, 

김용기, 2019).

이와 같이 현재 국내대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정부 

지원정책에 의해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될 것을 강

하게 요구받는 환경에 놓여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

라의 대학의 경우 대학의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기존의 

교과목을 핵심역량과 관련지어 재구조화하는 정도에 그

쳐, 역량교육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이해와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역량교육에 대한 교수진들의 공감대 부족

과 역량교육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여건이 미비한 상황이다(김은경, 한윤영, 2019; 최수

진 외 6인, 2019).

더욱이 현재 대학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실질적인 계기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최상덕, 2016). 또한, 실

제로 ACE 사업에 참여한 50여개의 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공통의 커뮤니티 속에서 역량기반교육개편에 대

한 실제적인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지만, 그 외의 대학들은 

역량교육을 실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원과 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역량교육에 대한 개념 역시 계속 진화하고 변화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학교교육에서 역량교육 

의미를 확장했던 OECD 역시 Education 2030의 프로젝

트(2015)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역량개념인 ‘핵심역량

(Key-Competencies)’과 학습프레임의 한계점을 깨닫고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으로 재정의 

하였다. Education 2030의 변혁적 역량교육의 교육목적은 

기존의 교육목적인 ‘성공’에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웰

빙’으로 변경하면서 역량기반교육의 프레임을 새롭게 제

안 중에 있다. OECD는 2015-2018년에는 학습개념 틀을 

제안하였으며 2019부터 현재까지는 교수개념의 틀을 개

1) OECD의 PISA(Programmer International Student Asesment), 미국의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CLA(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호주의 GSA(Graduate Skills Assessment), 캐나다의 NGS(National Graduate Survey), 한국의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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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역량기반 교육의 발전 단계

발 중에 있다(최수진 외, 2019; OECD, 2015, 2018).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변혁적 역량’을 중심으

로 미래의 역량교육을 위한 교육방향을 탐구하는데 목적

을 두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변혁적 역량교육의 개념, 

동향 및 변혁역량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량교육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역량교육으로 거론되고 있는 변혁적 역량교육을 실

현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역량기반교육의 발전 동향

역량기반교육에서 ‘역량’의 의미가 정의되면 교육과정 

원칙, 학습 경험의 설계, 평가 등에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Twyman, 2014). 지금까지 역량기반교육은 여러 가지 

이름과 다양한 정의가 있어왔다. 즉, 성과기반학습(outcome- 

based learning), 숙달기반학습(mastery-based learning),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수행기반학습

(performance-based learning), 훈련기반학습(discipline- 

based learning)등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Burke, 2005; Gervais, 2016). 그만큼 역량

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정의내리기엔 그 과정과 목적 

요소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역량교육이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역량교육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미래역량교육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1 역량기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역량교육은 현재까지 교육대상과 역량개념에 따라 [그

림 1]과 같이 4단계를 걸쳐 발전해왔으며, 역량을 정의하

는데 있어 1~2단계는 좁은 의미의 역량교육으로 ‘행동주

의(behaviorism)’에 기반을 두었다. 그래서 교육

(education)보다는 훈련(training)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 

education과 training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CBT(Competency-based 

Trainnlng)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3,4단계에 이르러 역량

교육의 개념을 보다 넓혀 지식, 기술위주의 교육에서 가치

와 태도 등의 개념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역량기반교육은 역량의 의미가 좁은 의미인 '훈련

(training)'에서 넓은 의미인 '교육(education)'으로 패러다

임의 변화(Preston & Walker, 2005)에 따라 교육대상과 

역량교육의 개념 및 목적의 변화를 겪으면서 4단계를 걸

쳐 발전해왔다.

역량교육의 1단계인 최초의 역량교육은 1960년대 미국

에서 교사교육으로 시작되었다. 그 기원은 1957년에 소련

이 최초의 위성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교육계는 교육이 

뒤쳐졌음을 깨닫고,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 불균형 문제와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미국국방부의 개입과 투자 하에 

역량기반교사교육(Compentency-based teacher training)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Chappell, 

Gonczi, & Hager, 2000; Morcke, Dornan, & Eika, 2013). 

이를 1세대라 할 수 있다. 이때의 역량교육은 결과에 목적

을 둔 성과(Outcome)중심의 교육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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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 못했지만 최초의 역량교육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

고, 더불어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역량중심교육방식으로 전

환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로 전환하여 교사 교육에 있어서 

역량중심교육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류태호, 2019).

이후 2단계에서는 1960년대 미국의 역량기반교사교육

(CBT)이 1970년대에 들어와 다른 직업교육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역량교육의 영역이 보다 확장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McClelland(1973) 이후 직업 및 직무성과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어 오던 역량개념, 즉 결과중심의 

좁은 의미(narrow define)의 역량개념이 여전히 유지 되었

다(Preston & Walker, 2005, Burke, 2005). 즉, 2단계라고 

볼 수 있는 직업교육도 같은 맥락의 성과중심의 역량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때의 역량교육은 ‘행동주의(behaviorism)’가 

기저 이론이 되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 초점

을 둔 결과중심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즉, 얼마나 오래 

기억을 하고,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커

리큘럼을 운영하였다. 당시 Spady(1977)는 역량기반교육

을 명시적으로 언급된 학습 결과를 위한 시연을 촉진하고 

측정, 기록 및 인증하는 성능 지향을 위한 통합 교육과정

으로 정의하였으며(Gervais, 2016), 요컨대, 행동의 구체

화, 성과의 객관화, '유능한 업무 성과의 과제 기반 분석'및 

그룹에 대한 개인의 특권은 좁은 역량 개념에 기반 한 

역량기반학습의 필수 기능이었다(Chappell, Gonczi, & 

Hager, 2000; Gervais, 2016).

이러한 행동주의에 근거를 둔 역량교육은 모든 학습자

가 표준화된 과정을 거쳐 표준화된 동일한 학습결과를 

얻게 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Chappell, Gonczi, & Hager, 

2000), 더 통합적인 개념의 역량과 교육적 접근에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서 3단계, 즉 패러다임의 변화인 넓은 의미

의 역량기반 교육의 시대를 열게 된다.

3단계 역량교육을 살펴보면 1990년 오스트리아의 

NSW 직업 교육 및 훈련 인증위원회는 역량 표준 개발 

초기에 ‘좁은 업무 기술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의 모든 

측면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역량 개념’을 교육개

혁법에서 승인(NTB 1993 : 29)했으며, 이 보고서에는 모

든 형태의 작업에 일반적인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

을 제안 했다. 이는 보다 넓은 의미의 통합된 역량개념인 

성과를 위한 기술뿐 아니라 지식, 인지, 효과적인 수행능

력 등을 핵심역량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OECD를 중심으로 수행된 DeSeCo프로젝트(1997~2003)

에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각국이 참여하여, 지식

보다는 역량을 강조하면서 인적자본으로서 학교에서 학

습자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양지선, 윤태명, 2019). 

OECD는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고 하였다(박영균, 김동일, 김성희; 2009, OECD, 2005). 

핵심역량은 기존의 좁은 의미에서의 단순한 기술과 지식

으로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충족되지 않기에 보

다 고차원적인 핵심역량(key competence)을 새롭게 규명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Knowledge), 실행력(Skill), 태도(Attitude), 가치(Value), 

윤리(Ethics)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KSAVE 모형)으로 

정립하였다(최상덕, 2016).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

서 제안한 핵심역량의 특성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와 개인의 

가치 있는 결과에 기여하고 개인이 다양한 맥락에서 중요

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전문가뿐만 아니

라 모든 개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이다(OECD, 2003, 

2005). 즉, 핵심역량은 특정한 전문분야에서만 요구되는 

역량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함양해야 하는 포괄적이며 

필수적인 역량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1세기에 갖추어

야 할 핵심역량을 크게 ‘상호소통 도구 활용’,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소통’, ‘자율적 행동’의 세 영역으로 분류

하였다(OECD, 2005; 최상덕 외, 2013, 2016).

이와 같이 3단계에 들어와 역량의 개념은 NSW가 승인

한 핵심역량(1990)과 OECD의 DeSeCo(1997~2003)을 통

해 보다 포괄적이며, 다양한 역량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서 진보하였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여전히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NSW가 승인한 

핵심역량은 성과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교육부분의 많은 부분을 배제한 것(Chappell, Gonczi, & 

Hager, 2000)으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또한 OECD는 DeSeCo 프로젝트의 한계점

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평가를 중심

으로 한 ‘결과’에 초점을 둔 것으로 과정을 간과한 점이다

(이상은, 소경희, 2019). 실제로 DeSeCo 프로젝트는 PISA

의 평가 준거를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핵심역량을 국제적 수준에서 규정하고, 교육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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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반 교육
역량 기반교육

1단계⋅2단계 3단계 4단계

객관주의 행둥주의 실증주의 구성주의, 인본주의

- 좁은 의미 넒은 의미

내용(Contents) 결과(Outcomes) 과정(Progress)

목표

Objectives

역량

Competencies

역량

key competencies

역량

transformative competencies

교육전달 학습자 수행성과 개인과 사회의 ‘성공’ 개인과 사회의 ‘웰빙’

지식과 이론 지식, 기술 수행
특정한 맥락을 충족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복잡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

고정적, 시간제약 표준화 고정적, 시간제약 표준화 여전히 고정적, 시간제약, 표준화
시간제약 없으며, 유연하고, 

개인의 학습에 초점

교육학

Pedagogy

성인교육

Androgogy

교육학

Pedagogy

교육학

Pedagogy

객관적 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과정의 증거 평가

<표 1> 지식기반교육에서 역량기반교육까지의 커리큘럼 비교

평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DeSeCo 프로젝트

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OECD는 점차 교육성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는 제 4단계 역량중심교육으로의 전

향을 의미한다. OECD의 ‘Education 2030’프로젝트(2015)

는 교육과정 측면에 초점을 둔 것으로 기존의 Deseco 

프로젝트가 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Education 

2030’는 ‘웰빙well-being’을 목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 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한다. 이는 협소한 

결과나 성과를 중심의 행동주적 관점이 아닌 폭넓은 역량 

정의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패러다임, 즉 

인본주의와 더욱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Burk, 2005, 

Chappell, Gonczi, & Hager, 2000).

OECD(2015)에서 제안하는 역량은 DeSeCo 프로젝트

에서 선정한 핵심역량을 토대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OECD, 

2018, 최수진 외 2019)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미래교육에 

초점을 두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여 학

생들이 사회를 변혁하고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갈 수 있는 세계에 참여하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으로 개인

의 웰빙뿐 아니라 사회의 웰빙을 추구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고 보았다(이상은, 소경희, 2019; OECD, 2019). 

OECD는 이를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

이라고 새롭게 규명하면서 ‘학생 행위주체성 Learner 

agency’을 학습구조에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3단

계까지 진행되어 왔던 역량의 개념을 횡으로 가로지를 

수 있는 요구에 의해 재 개념화 하였다(Rychen, 2016).

2.2 역량기반 교육의 커리큘럼 변화

지식기반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을 때, 역량기반교육

의 장은 <표 1>과 같이 교사교육(1단계)을 시작으로, 직업

교육(2단계)을 넘어 학교교육(3단계)에까지 이르면서 그 

적용되는 역영이 확장되어 왔다. 현재 미국이나 각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역량교육과정 및 정책

의 대부분은 3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단계의 역량

교육은 역량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였고 수행중심의 교육

을 중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촉진자

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역량교육에서의 교육학적 접근

을 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한 결과중심의 

교육이라는 한계점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고자 OECD의 

‘Education 2030’프로젝트(2015)를 통해 역량교육의 4단

계인 과정중심교육과정을 추구하였다

지식기반의 교육은 객관주의에 기반 한 커리큘럼으로, 

물론 구성주의 기반 하여 객관화된 학습결과 보다는 학습

자 스스로 구성해가는 구성주의 관점도 있으나 보다 포괄

적은 흐름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교육의 목표는 교육내

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지식과 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교육과정은 표준화된 고정적인 과정으로 설계되었으며,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을 점수화할 수 있는 평가로 진행한

다(Sudsomboon, 2007). 이러한 지식기반의 교육의 평가

결과와 현장에서의 수행능력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역량’

기반 교육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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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육 설계 및 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 질문

출처: OECD(2015) Suggestions for an OECD key competencies framework 재정리

초기(1-2단계)의 역량교육은 성인교육에 초점을 둔 커

리큘럼으로 이론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 중점을 등 

행동주의에 기반 한 좁은 의미의 역량개념을 형성한다. 

즉, 학습자의 수행결과가 학습의 목적인 숙달중심, 결과중

심의 커리큘럼이다(Chappell, Gonczi, & Hager, 2000; 

Morcke, Dornan, & Eika, 2013). 주요 역량으로는 단순 

지식과 기술 수행이었으며, 지식기반 교육과 유사하게 

고정적이며 표준화된 절차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전개

했다. 그러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실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역량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요고 되었고, 성인교육에서 시작되었

던 역량교육이 학교에서 미래사회에 진출할 학습자에게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역량교육의 장은 학교교

육까지 확장되어 3단계의 역량교육의 장이 시작되었다.

3단계의 역량교육의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성공’을 

목적으로, 사회에의 특정한 맥락을 충족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핵심역량으로 정의하면서, 보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전개하고 수행을 강조하

였다. 그러나 이는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지식, 기반, 태도

의 숙달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는 유연한 교육과정

의 시도도 보이지만, 여전히 고정적이며 표준화된 교육과

정으로 운영된다. 3단계의 역량교육을 교육전달 및 학위

평가중심의 결과기반의 교육접근(Chappell, Gonczi, & 

Hager, 2000; Gervais, 2016)으로 해석되면서 그 한계점을 

깨닫고, 역량교육의 4단계는 OECD를 중심으로 과정줌심

의 역량교육의 새로움 장을 설계하고 있다.

4단계에 들어서 넓은 의미의 역량교육을 전개하고 있

는 OECD의 ‘Education 2030’프로젝트(OECD, 2015)는 

학교교육에서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역량교육으로 전환

하는데 기여를 했던 OECD의 DeSeCo(2008)를 토대로 

발전된 Deseco2.0 버전이다. 주요 전개하고자 하는 논지

는 인본주의와 구성주의적인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학습구조에서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을 강조

하며, 학생이 이 사회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사회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필요한 

역량은 변혁적 역량으로 미래사회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유연하여 표준화된 절차와 정해진 시간을 이

수하는 과정이 아닌 개인의 학습과정에 초점을 두어 개개

인의 학습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변혁적 역량기반교육의 

미래지향적 교육설계 방향

3.1 교육설계 핵심 키워드

[그림 2]는 OECD의 비공식 실무회의 자료의 일부

(OECD, 2015)로, ‘Education 2030’의 프로젝트에서 추구

하고자 하는 교육설계 및 개발에 관한 핵심 질문이다. 

이는 교육설계 틀을 설계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할 

성찰적 핵심으로 교육과정의 구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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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래지향적 교육설계 방향

이론적 자원 및 구조의 축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설계는 기본적으로 교육목표 설정, 학습자 분석, 

교육방법 및 평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

한 주요요소를 설계하기 이전에 교육환경이 놓여있는 사

회적 ‘상황’과 교육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교육구조의 

전체적이 성격을 결정하는 ‘학습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왜 교육을 하는지’, 교육신념

에 기반 한 교육의 목적을 도출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효과적인 학습인가’에 대한 집단적 고민을 통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

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교육방법을 고안하고 이에 따른 

평가의 방법도 도출한다. [그림 2]는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검토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여, 현시대의 난무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관점에 휘말리지 않고, 각 학교가 

보유한 교육적 신념,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설계 과정에서 

핵심적 원칙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

으로 변혁적 역량기반의 교육구성 요소를 도출하여 미래

지향적 교육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2 변혁적 역량기반교육의 교육 설계 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변혁적 역량기반교육은 OECD 

Education 2030의 학습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교육구성 요소를 [그림 3]과 같이 추출하여, ‘변혁

적 역량교육’이 바라보는 사회적 ‘상황’과 추구하고자 하

는 ‘가치’ 및 교육구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학습이론’은 

다음과 같다.

변혁적 역량기반 교육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의 

세계적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은 불평등을 넓히고 사회적 분열을 악화시키며 

자원 고갈의 가속화, 테러, 기후변화 등(이상은, 소경의, 

2019; OECD, 2018)의 미래사회에 미래에 적응하고 ‘모두

가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요구로 시작 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역량교육은 국가 

내에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

는 것이라면, 4단계의 역량교육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지구촌의 문제를 인지하고 ‘인본주의적(holistic)’관점에

서 인류적 태도와 가치를 추구하여 개인과 사회의 ‘행복

한 삶(Well-being)’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건강, 시민 참

여, 사회적 관계, 교육, 안보, 삶의 만족 및 환경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의미하며,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뒷받침한다(OECD, 2018). 즉, 여기서 의미하는 

웰빙은 직업과 소득, 주거 등과 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자원을 갖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과 달리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에 더 초점을 둔다(이상은 외, 2018; OECD, 2018). 

이를 위해서 추구되는 변혁적 역량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할 

줄 알며, 자신이 설정한 목적에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소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개념의 틀은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최수진 외, 2019; OECD, 2019). 사실 역량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새로운 의미가 아니다(Stoof, Mar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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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중심 교육환경

학습자가 자기통제, 자기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인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구성주의에 기반 한 교육환경 및 방법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에서의 책임의식을 강조함.

② 협력적, 주제적 교사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함. 교사가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기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함.

③ 실제적 학습경험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경험을 실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자기 학습에 목적의식을 가져야 함. 이것은 학문기반 지식의 습득과 

함께 학제 간 학습과 협업 등을 통한 실제적 경험을 제공해야 함.

④ 상호 연계된 주제

학습자에게 학문 내 또는 분야 간, 그리고 학교 밖에서 실제 생활과 다른 주제와 개념 연계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함

⑤ 유연한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미리 정해지고 정적인” 것으로부터 “융통성 있고 역동적인”것으로 발전되어야 함. 학교와 교사들은 개개인의 

학습 요구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업데이트 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함.

⑥ 과정중심의 평가

표준화된 평가가 아닌 학습자의 개개인의 성장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으며. 성찰적 성격의 평가를 해야 함.

⑦ 학습생태계 구현

교사, 학생, 그리고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개발 초기부터 관여해야 함. 즉,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은 교사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그 설계 단계부터 참여

<표 2> 미래지향적 교육구성안

Van Merrienboer, & Bastiaens, 2002).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은 객관적이며,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Ladyshewsky & Varey, 2005).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개개인의 경험과 지식, 

느낌 등에 기반을 둔 개별의 이해와 해석이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소통되고 받아 질 수 있어야 

비로소 지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설연경, 2013, Au, 

1998; Kalina & Powell, 2009; Lave, 1993). 이는 사회로부터 

‘주어지고(half-give)’, 스스로가 ‘만들어내는(half-given)’ 

요소들을 포함한 것으로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개별적 

이해와 해석’의 참된 의미라 할 수 있다(설연경, 2013). 

따라서 동일한 학습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학습자 

개개인의 선지식(prior knowledge), 경험, 관심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학습결과가 동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강인애, 1997; Brooks & Brooks, 1993).

학습자의 ‘개별적 이해와 해석’을 존중하고 있는 구성

주의는 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OECD Education 2030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습자 주체성

과 매우 밀접하게 맞물린다. 학습자 중심의 환경을 골조로 

하고 있는 구성주의는 학습자 개개인의 목소리와 상호작

용,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교사는 촉진자 및 

교육환경을 안내하는 역할을 주장하며 이 역시, 표준화된 

결과중심의 평가방식을 지양하는 OECD Education 2030

이 제시한 학습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더 나아가 구성주의적 교육환경의 효과로 기술되고 있

는 지식, 기술, 태도의 영역은 교육내용 자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인지적인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 역시 OECD Education 2030에서 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와 같은 맥락이다. 즉, 지식은 핵심원리를 이해

하고, 실생활의 문제와 다른 학문과의 벽을 넘나들 수 

있는 통합적 사고를 의미하며, 기능은 고차원적인 사고기

능, 학습방법 및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감성능력을 포함

하고 있으며, 태도와 가치는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신념 

및 윤리적 원칙을 의미한다.

3.3 변혁적 역량기반교육의 미래지향적 교육구성안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그림 3] 미래지향적 교육설계 

방향의 ‘미래지향적 교육구성안’은 <표 2>와 같다.

3.3.1 미래지향적 교육구성안 ①~④

미래지향적 교육구성안 ①~④는 구성주의를 토대로 한 

교육환경을 지향한다. 역량은 단계별로 되어 있거나 자동

화된 능력이 아니라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동시키고, 조정하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능력

의 차원을 의미한다(윤정일 외, 2007). 따라서 역량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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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적용학과 방법 결과물

PBL

Project Based 

Learning

오프

라인
전 교과

⋅그룹수업

⋅강의 대신 교수자는 학습주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제시, 학습

자는 이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며 학습이 이루어짐 공연, 전시 

발표회, 보고서,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함캡스톤 디자인

Capstone Design

오프

라인

주로공학

점차 확대됨

디자인.

경영학과

체육학과

⋅그룹수업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현장 적응역량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력양

성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 교수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설계 교육 프로그램

메이커

Maker

메이커 스페이스

오프

라인

예술, 공학 및 기타

만들어 내는 결과물 

있는 교과

⋅그룹수업

⋅실제적 결과물을 생산해내기 위한 핸즈온 활동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동료학습자와의 사회적 스캐폴딩의 형성, 아이디어⋅과정⋅

기술⋅지식의 공유 및 개방의 태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도움을 주고 있음

전시, 작품들

플립러닝

Flip Learning

오프

라인

+온

라인

전 교과

가능

⋅그룹 또는 개인

⋅교수자는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 학습자들이 미리 수업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후 교실에서는 미리 

공부해 온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내용에 대한 토론 및 토의가 진행 됨

보고서 및

다양한 결과물 

가능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

온

라인

공개

수업

전 교과

가능

⋅개인

⋅지식의 개방, 공유의 시대에 맞추어 대규모의 온라인 공개강좌로 

현재 고등교육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대표

적으로 K-MOOC에서 다양한 강좌가 공유되고 있음.

보고서 및

다양한 결과물 

가능

<표 3> 변혁적 역량기반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구성주의적 교육방법안

교육은 구성주의의 맥락에서 강의식, 암기위주의 교육방

식을 지양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지식을 활용하여 주어

진 과제 및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선지식이나 기술, 전략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

고, 그 과정에서 성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역량

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교사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학습 촉진자 및 학습 코치로 

변경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교육프레임에서 교사의 역할

은 지식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역할이었지만, 유연한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와 협력적 구성(co-construction)을 이

루어 간다. 즉, 전제적인 교과 과정은 교수자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시각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Gruppen, et al., 2016).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실제 문제해결로의 전이

가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습방법의 일환으로 

이론 수업과 현장실습을 연계한 인턴쉽 프로그램, 문제기

반 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산학협력 그룹워크, 시뮬레

이션 등이 유용하게 사용된다(박민정, 2008, Bath et al., 

2004). 이는 구성주의 인식론에 기반을 둔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으로 ‘문제 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 

(Savery & Duffy, 1995), ‘체험학습’(Richardson, 1997), 

‘협력학습’(Sherman, 1995), ‘프로젝트 기반 학습’(Jonassen 

& Rohrer-Murphy, 1999), ‘상황학습’(Brooks & Brooks, 

1993; Honebein, 1996)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다.

즉, 교육방법의 이름과 교육환경이 달라도 구성주의에

서 추구하고 있는 ‘학생중심, 협력적 주체적 교사, 실제적 

학습경험, 상호 연계된 주제’를 공통적으로 포용하고 있

다. 그 외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이름의 교육방법

을 제안하자면 <표 3>과 같다.

3.3.2 미래지향적 교육구성안 ⑤~⑥

미래지향적 역량기반 교육은 개별 학생의 차이를 존중

하고 가치가 인정되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원하는 개인화 된 학습 접근 방식이다(Twyman, 2014).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유연성

을 요구하기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는 주제 

중심의 코스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즉, 표준화된 학기

나 과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역량을 획득하고 시연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연한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는 개인의 사전지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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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혁적 역량교육을 위한 학습생태계적 접근

출처: Härkönen(2001). The Bronfenbrenner ecological systems theory of human development.재정리

역량에 따라 교육과정에 빠르거나, 혹은 느리게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미래지향적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주된 차이점으로, 수업 시간을 

보는 방법과 관련 있다(Gruppen, et al., 2016; Twyman, 

2014). 즉,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이나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학생들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의 사전 역량 수준, 사전 전문 

활동, 동기 부여 및 학습 기회에 따라서 교육 완료에 필요

한 시간을 훨씬 더 유연하게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기간과 

활동을 학습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의 

‘3-Year Honors Program’은 전통적인 3학점 과정이 아닌 

학제 간 ‘모듈’로 이루어져있다. 과정 내용은 학습 경험에 

융합되어, 매 학기마다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융합 경험’

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사용하는 그룹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실제 비즈니스 문제

를 경험하고 4년 전통 프로그램과 동일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이는 평가에 

있어서도 학습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수업 및 평가를 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수업을 빠르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미 능숙한 영역을 먼저 다루고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Klein-Collins, 2013)

이와 같이 미래지향 교육구성에서의 평가는 전통적 교

육환경과 달리 평가 순서가 덜 중요 할 수 있다. 유연한 

평가의 장점은 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와 일정에 따라 다양

한 활동을 통해 학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개별

화 된 피드백은 학생이 강점과 결함을 식별하고 이러한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Gruppen, et al., 2016) 

과정중심의 평가라 할 수 있다.

3.3.3 미래지향적 교육구성안 ⑦

미래지향적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학습자 주체성

(Students agency)을 중심으로 두고 실제세계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즉, 가정과 학교, 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

고, 순환적 환경 속에서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네트워크(정준환, 2014)를 추구하기에 ‘학습생태계

(learning ecosystem)’(OECD, 2018)’를 시도한다. 여기

서 학습생태계란 Bronfenbrenner(1994)의 인간발달과 

사회화에 대한 생태학적(ecological)접근에 토대를 둔 

것으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있어 다양한 수준의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림 4]와 같이 

다양한 수준의 주위한경은 학습자를 둘러싼 미시체계

(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점차 확장된 사회의 수준을 의

미 한다.

OECD Education 2030은 교육과정의 설계 및 실행에

서 고려되는 대상은 교사, 교육청, 정부(교육부)뿐만 아

니라 학생, 학부모, 미디어, 교과서 출판사,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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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재단 등으로, 학습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최

수진 외, 2019).

본래 Bronfenbrenner(1994)의 생태학적 접근은 학습자

의 확장된 상호작용을 중시하면서 환경에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상

호작용’과 OECD의 ‘학습주체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구성되는 학습생태계는 대학, 지역, 국가, 글로벌 

수준에 존재하는 허브기관 또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을 연계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대학에서의 전공 교양 학점 이수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물론 대학 밖의 기업체 인턴십과 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역

사회, 국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다(최상덕 외, 2014 재인용).

4. 맺음말

정부의 주도하에 대학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응하여 역량기반 교육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실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역량

교육의 동향이나 역량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미래의 교육

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설계 방안은 미비한 현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량교육의 큰 흐름을 파악하여, 시대

의 변화와 함께 과거에서 현재, 미래지향적인 역량교육의 

변화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도출하여 대학교육에서 미래

지향적인 교육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량교육의 큰 흐름을 살펴보자면, 역량교육

의 변화과정은 4단계에 걸쳐 진화해왔다. 1-2단계는 성인

교육에서 진행되었던 교사교육, 직업교육에 해당하며 학

교에서의 역량교육은 3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많은 역량교육들의 3단계 OECD(2003)을 중심

으로 논의된 ‘핵심역량’교육에 해당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역량교육은 4단계의 것으로, 기존

의 핵심역량교육이 결과중심의 교육이라는 한계점과, 빠

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사회적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하여 Education 2030의 프로젝트(2015-2018)에서 ‘변

혁적 역량’교육의 ‘학습개념’을 내놓았다. 현재 OECD는 

Education 2030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2019~현재)에 있

으며 ‘교수개념’을 개발 중에 있다. 교수개념은 어떻게 

가르칠 것 인가? 에 방법적인 접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설계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논의

하고 있는 ‘변혁적 역량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미래지향

적인 교육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래지향적 교육설계의 목적은 인본주의 바탕으로 개

인과 사회가 잘 살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인 개념을 목적에 

두고, 학생 주체성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에서 마주하게 

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두가 잘 사는 방향을 모색

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있다. 변혁적 역량기반의 학습개념

은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추구하는 교육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미래지향적인 교육구성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미래지향 교육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역량교육

의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시간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선행

의 수준에 따라 요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평가방법도 

과정중심의 평가(포트폴리오, 형성평가, 증거중심 평가)

로 학습자의 성장과정을 보여주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위치한 환경과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방법 역시 구성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교육방법

들이 있으며, 이름은 달리 하고 있어도 그 기본 축에는 

학습자 중심의,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학습자의 개별화를 인정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설계 방안은 꼭 

지켜야할 원칙이 아니라, 변혁적 역량기반의 학습개념에 

따른 미래의 교육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역량기반 교육을 설계할 때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역량교육의 큰 흐름의 혜안을 가지고, 

유연한 교육구조 틀을 설계 할 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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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society is changing at rapid pace. Add to this the accelerating movement 

towards globalization, and it becomes quite difficult for experts, let alone educators, to make predictions about the world’s 

future. Not surprisingly, the demand for competency-based education is rapidly increasing, for societies are requiring more 

and more competent people, who are not only capable of adapting to this rapid change, but of improving their societies 

as they do so. Moreover, competency education is continuously evolving along with these various social changes, and while 

movements to construct competency education are also being actively promoted and developed in universities, small gaps 

still exist between the competency education that is currently being constructed, and the competency training that has been 

recently pursued. In light of this, attempts have been made to provid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lans needed for educational 

designs that are based on the ‘transformational competency-based education’ of the OECD; the very plans that recently appeared 

when educators were designing competency based education for their respective universities. This study looked into the major 

flow (what does ‘flow’ refer to?)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analyzed the academic concepts of the transformational 

competency-based education that is currently progressing in universities. After learning certain theories in regards to 

transformational competency-based education, this study deduced some educational design elements based on constructivism, 

and proposed some educational plans that can be applied to actual environments.

Key Words: Transformational competency-based, Flexible educational curriculum, Educational constituent, 

Constructiv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