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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교육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학교 진로교육 운영
내실화라는 취지하에 시범학교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진
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와 관련된 교육 정책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
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8명의 학교
진로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비전과 목적, 방향, 추진 전략과 함께 참여 주체 및 역할에 대한 내용, 운영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연계한 진로교
육 체제 구축, 교과교육–창의적 체험활동–방과 후 활동을 연계한 진로교육 운영,
학교급별 주체–지역 및 단체–중앙정부의 연계 체계를 구축, 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확대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
별로 연계된 진로교육 체제 구축,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과정 내의 진로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이 통합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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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교육은 만성적인 고실업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근본적
으로 개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면서 국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철영, 2011). 최근 3∼4년간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학교 현
장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진로교육법이 시행되
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진로교육법 제13조에 명시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초·중·고 특정 학
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교육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초 중 고 학교
급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한 진로교육을 실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에 따라 초
등학교에서는 ‘자기이해와 진로인식’을, 중학교에서는 ‘진로탐색’, 고등학교에서는 ‘진
로설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1학
년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시범
학교 37개에 대한 운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교육부, 2016).
그러나 진로교육 집중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학계와 학교 현장의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향이나
학교에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운영의 기반을 다진 후에 정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보다, 제도의 틀에 맞춘 연구 시범 협력학교를 운영하면서 연구와 동
시에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6). 이에 따라 향후
각급 학교 교육정책과 연계되어 추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거의 진행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추진 과정에서 현재 교육이 그리는
인재상, 교육 목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향후 발전 방안 등의 변화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는 움직임은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가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다는 본래
의 취지가 아닌 현장의 편의에 따라 정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집중학
년 학기제가 교육 현장에 정착을 시작하려는 지금이야 말로, 교육정책에서 드러나는
진로교육의 취지와 목적이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에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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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와 관련된 교육 정책의 이
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하
는 것에 두었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비전과 목적, 방향, 추진 전략 등을 도출한다.
둘째,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참여 주체 및 역할을 제안한다.
셋째,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절차를 제안한다.

Ⅱ

. 이론적 배경

1.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정책방향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급에 따른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
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설립 및 운영은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원 체제
를 국가적으로 확립하고자 한 진로교육법과 교육부에서 제안한 진로교육 기본 계획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로교육법 제정에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가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에서는 진로교육 목표와 성
취 기준(2012)을 확립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의 강조 및 진로전담교
사의 배치 등 진로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
다. 하지만 1차 종합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
다. 진로교육이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진로체험이나
심리검사가 학급단위로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등 양적인 확대가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이 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
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김나라 외, 2012; 민용성 외, 2012; 교육부, 2016;
정철영 외, 2015).
이에 따라 교육부(2016)에서 발표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은 제1차 진
로교육 종합계획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꾀하
는 등 본격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제2차 진로교
육 5개년 기본 계획에 따르면, 진로교육법 제정 및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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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하여 향후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급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가 별도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즉 현재까지 교육과정 문서상에서 진로교
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다른 학년이나 학기와 특별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과정 상에서 진로교육이 강조되기 있지만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가 학교 교육에서 특정 시기에 진로교육의 집중적인 실시라는 의미 외에
명확한 특징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2.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근거 법령 고찰

진로교육법 제1조에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
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2016). 이러한 목적 하에 진로교육법 제13조에서는 ‘진로교육 집중학
년·학기제’의 운영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에서는 학생의 요구나 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하여 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활동 시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교과와 연계한
진로수업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관련 근거법
령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
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단위학교
에서는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
를 가지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특성 및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교육과정을 편성하
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자유학기제 운
영 시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이 제한되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다(박서연, 홍후조, 2015). 그러나 달리 말하면,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학교교육과정의 구성에서 과목간의 단위시간 개편 없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다면 교과통합 진로교육 및 창의
적 체험활동에서 진로교육 시간의 확대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
에서 제도의 실시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로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 집
중학년 학기제를 운영하려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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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야 하며, 중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와 연계 및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만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협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록 시행령이 법령에 비해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되었
다고 하나, 실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 시행령 상에서 학
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의견의 반영 수준 및 학생의 선택권과 관
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의견의 조율 및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인 협의체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기존 교
육과정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들
의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수준에서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한
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을
위한 관련자들의 협의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로교육법 제12조는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교
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제시한 것처럼 진로교
육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시간을 일종의 수업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시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
고 있는 것이다(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3.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편성 및 운영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고, 수업에 참여를 활성
화하며,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협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교육부,
2015). 이 연구에서는 각 학교별로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방안을 위한 근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초등학교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자신 스스로의 소중함을 알고 건
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한다. 중학생들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
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진로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교육목표는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은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
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혀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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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한다(교육부, 2015).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의 기본 사항 중 일부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학습부담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조정
을 통한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진로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타 교과목의 학
기당 이수 단위를 조정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 교과는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체험과 실습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발견하
고 개발하는 것을 돕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여기서 범교과 학습 주제는 진로교육 외에도 안전·건강교육, 인
성교육 등이 있으며, 교과목의 연계학습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다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Ⅲ

. 연구 방법

1. 델파이 조사

델파이 조사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절차로 볼 수 있다(이종성,
2001; 최동선 외, 2011). 델파이 조사는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설문
조사에 비해 장점이 뚜렷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델
파이 조사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엄지, 이건남, 2014).
델파이 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선정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대표성, 전문적 기식과 능력, 참여의 성실성 등이 신중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Dalkey, Brown, & Cochran, 1969). Parente et al.(1984)에 의
하면 델파이 조사는 100명 이상의 전문가 패널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소규모 전문가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대상자로 진로교육 분야 교수 및 연구원, 초 중 고
교 교사 등의 18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교육 분야 교수 및 연구원의 경우, 진로교육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 경력이 있으며, 현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
에 근무하거나, 진로 교육 관련 연구논문 발표 및 관련 강의 경력 보유자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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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 중 고교 교사의 경우 교육 정책의 흐름과 진로 교육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설정하였다.
소속기관의 유형별로는 대학교수 2명, 진로교육 분야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4명,
초등학교 교사 4명, 중학교 교사 4명, 고등학교 교사 4명이었다. 전문가는 성별에 따
라 남성 10명, 여성 8명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자의 평균 경력은 약 17
년이었다.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의 일반적인 특성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
구분
1
2
3
4
5
6
7
8
9

성별
남
여
남
여
여
남
여
여
남

경력(년)
17
14
16
12
15
13
12
20
22

비고
대학교수
대학교수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경력 평균: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7.06년

성별
여
남
남
여
남
남
남
여
남

경력(년)
21
15
14
18
17
20
23
21
17

비고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의 필요성, 제약요소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는 다양
한 관계자들의 의견 공유 및 합의가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델파이 조사 방법은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델파이 조사는 3회 이상 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
을 거치지만,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2회 동안에 상당한 수준의 의견 수렴이 이
루어졌기 때문에 2차 조사로 마무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조사 결과 및 함의를 검토
및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조사단계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는 ①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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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비전, 목적,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 ②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추진 체계
(관련 기관 및 역할), ③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인력 및 역할(교장 및 교
감,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 등) 등을 중심으로 개방형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1차 델
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은 연구진과 진로교육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과
함께 분석 및 구조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점 척도의 구조화된 문항으로 2차 조
사의 질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①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비전, 목적, 기본방향, 추진전략의 타당성, ②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추진 체계(관련 기관 및 역할)의 적절성, ③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인력 및 역할(교장 및 교감, 담임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질
문들이 구성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의 응답내용은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
결과와 긍정응답률, 내용타당도 비율, 합의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로교육 집
중학년 학기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 수렴 정도를 파악하였다. 긍정응답률은 5점
척도에서 ‘대체로 타당함(4)’ 또는 ‘매우 타당함(5)’에 응답한 비율로 정의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은 다음과 같은 수식에 따라 도출하였
다. 델파이 조사에서 내용타당도 해석에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Lawshe(1975)에 따라
전문가 패널 수가 15명 이상일 때 0.49 이하인 문항은 패널 간 합의가 낮은 문항으로
판단하였다. 합의도는 다음 수식에 따른 값을 의미하며, 0.75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
하인 문항은 합의도가 낮은 문항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
그램을 활용하였다.
CVR = [(긍정응답수)-(응답자수)/2] / [(응답자수)/2]
합의도 = 1-[(제3사분위 계수)-(제1사분위 계수)]/(중앙값)

Ⅳ

. 연구 결과

1.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비전과 목적, 방향, 추진 전략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비전과 목적, 방향성, 추진전략 등에
대해 1차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개요를 도식화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합의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비전과 목적, 방향, 추진 전략은
[그림 1]과 같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학생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진로교육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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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제’ 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된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초·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학생에 초점을 두
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또한 장기적·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학생에 초점을 둔 교육적 비전
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이라는 비전을 포함하는 형태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정책 목적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학
교급별로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과 국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의 기본 방향은 ①학교급
별 진로교육 목표에 맞는 진로교육 제공, ②학생의 진로성숙도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 ③체험 및 탐색 중심 진로교육과정 운영, ④국가 및 지역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로 합의 되었다.

〔그림 1〕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비전과 목적, 방향, 추진 전략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의 추진 전략은 ①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를 연계한 진로교육 체제 구축, ②교과교육 – 창의적 체험활동 – 방과 후 활동을
연계한 진로교육 운영, ③학교급별 주체 – 지역 및 단체 – 중앙정부의 연계 체계를
구축, ④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확대 운영, ⑤학생 및 지역 특성
에 적합한 진로체험 제공, ⑥진로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 제고로 수립되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개요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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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수, 사분범위, 긍정응답률, CVR, 합의도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표 2>과 같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비전과 목적, 방향, 추진 전략의
타당성 정도는 모두 평균 4.00 이상이며, 중위수도 4~5, 긍정응답률도 모두 75% 이상
으로 확인되었다. CVR 값도 모든 영역에서 .49 이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개요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사분 긍정
내용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범위 응답률 CVR 합의도
행복과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4.33 0.907 5 4-5 83.3 0.67 0.80
비전 학생의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학교급별로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변화하는
목적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4.44 0.705 5 4-5 88.9 0.78 0.80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과
국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에 맞는 진로교육 4.33 0.767 4.5 4-5 83.3 0.67 0.78
제공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
4.61 0.502 5 4-5 100.0 1.00 0.80
기본
방향 체험 및 탐색 중심 진로교육과정 운영 4.11 1.023 4 3.755 77.8 0.56 0.69
국가 및 지역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4.22 0.732 4 4-5 83.3 0.67 0.75
진로교육 내실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연계한 4.56 0.511 5 4-5 100.0 1.00 0.80
진로교육 체제 구축
교과교육–창의적 체험활동–방과 후 활동을 4.33 0.686 4 4-5 88.9 0.78 0.75
연계한 진로교육 운영
학교
급별
주체–지역 및 단체–중앙정부의 4.39 0.608 4 4-5 94.4 0.89 0.75
추진
연계를 구축
전략 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개발 및 확대 4.35 0.862 5 4-5 88.2 0.67 0.80
운영
학생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진로체험 제공 4.00 0.97 4 3.755 77.8 0.56 0.69
진로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 제고 4.28 0.752 4 4-5 83.3 0.67 0.75
1)평균은 5점 척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1～매우 타당하다=5에 대한 평균값임.
2)긍정응답률은 ‘대체로 타당하다(4)’ 또는 ‘매우 타당하다(5)’에 응답한 비율임.
3)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은 Lawshe(1975)의 제언에 따라 0.49 미만인 문항은 패
널 간 합의가 낮은 문항으로 간주하여 음영으로 표시하였음.
4)합의도는 0.75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문항은 합의도가 낮은 문항으로 간주하여 음영으로 표시하였음.
구분

합의도의 경우, 대부분 .75 이상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기본 방향에서 체험 및 탐색
중심 진로교육과정 운영의 타당성과 추진 전략 중 학생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진로
체험 제공의 합의도는 0.75 이하로 다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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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에서 진로체험도 중요하지만, 진로체험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기 보다는 다양
한 형태의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진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거나, 교과통합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등 진
로교육의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에서 일
회성의 진로체험이 아니라 학생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교과 내에서의 진로교육 및
진로검사를 통한 상담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의 진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2.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참여 주체 및 역할

전문가 패널의 대부분은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지역사회나 단위학교의 여
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우선 교육정책으
로서 주요 관련 기관으로 파악되는 기관들과 기대되는 역할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과, 국가진로교육지원센터,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학
교 등이 주요 관련 기관으로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
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패널들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참여 주체별 역
할로,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과의 경우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기 때문에 ① 정책 수립 및 제도화(관련 법 정비 등), ② 국가 단위의 교육정책
관련 운영지침 수립, ③ 교육정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④ 관련 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간담회 및 협의회 운영 포함), ⑤ 부처 간 정책 연계 협력 수립 등을 담당할 것
으로 기대되었다. 국가진로교육지원센터의 경우, ① 관련 콘텐츠(프로그램 및 운영매
뉴얼 등)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며, ② 진로정보망 구축, ③ 운영인력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⑤ 단위학교 우수사례
보급(성과보고회 운영 포함), ⑥ 제도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⑦ 정책
개발·평가·보완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
원청은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① 지역단위 운영지침 수립, ② 운영
인력연수 프로그램 운영, ③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 협력체계 구축, ④ 지
역단위의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⑤ 관내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연구회 지
원, ⑥ 단위학교 우수사례 발굴, ⑦ 지역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단위학교에서는 ①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요구조사, 지역사회 여건 등 분석, ② 교과통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③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자율적 진로교육 편성·운영 등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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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2차 델파이 조사에 대해 평균, 표준편
차, 중위수, 사분범위, 긍정응답률, CVR, 합의도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확인하였던 주요 내용들의 타당성을 확
인하였다. 정책 수립 및 제도화(관련 법 정비 등), 국가 단위의 교육정책 관련 운영
지침 수립, 교육정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과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타당성에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또한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과와
국가진로교육지원센터, 각 부처 간 연계 협력 등 각 기관 간의 연계가 중요시되었
다.
그러나 관련 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간담회 및 협의회 운영 포함)에 대해서는 전
문가들의 의견이 상이하였으며, 긍정응답률도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의견은 진로교
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나 운영 체제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로 관련 기관의 업무 영역에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포
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자유학기제처럼 별도의 운영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위한 지원의 대부분이 기존의 진로교육 관련 지원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별도의 운영체제 구축 없이 개별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타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교육부 수준에서 관련 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실제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에는 국가진로교육
지원센터나 단위학교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국가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높은 의견일치도
를 보였다. 특히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의 연구 및 보급에는 매우 높
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위해 지역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에 기대하는 역할
중에서 기존에 지역 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해 수행하는 지역단위 운영지침 수립, 운영
인력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관내 진
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연구회 지원, 단위학교 우수사례 발굴과 같은 역할도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 협력
체계 구축이나 지역단위의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지역대학 입시설명회 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진로교육을 위해 지역단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
게 여겨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지역 교육
청 및 교육 지원청에서 수행하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컨설팅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
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인 형태로, 지역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위해 컨설팅 지원역할을 하는 것은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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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참여 주체 및 역할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내용

중위 사분 긍정
평균 표준
CVR
편차 수 범위 응답
률
4.61 0.698 5 4-5 88.9 0.78
4.50 0.857 5 4-5 88.9 0.78
4.67 0.594 5 4-5 94.4 0.89
3.72 1.274 4 2-5 61.1 0.22
4.18 0.728 4 4-5 82.4 0.56
4.76 0.752 5 5-5 94.1 0.78
4.29 0.686 4 4-5 88.2 0.67
4.28 0.895 4.5 4-5 83.3 0.67
4.53 0.624 5 4-5 94.1 0.78
4.88 0.332 5 5-5 100.0 0.89
4.50 0.707 5 4-5 88.9 0.78
4.67 0.594 5 4-5 94.4 0.89
4.59 0.618 5 4-5 94.1 0.78
4.61 0.698 5 4-5 88.9 0.78
4.17 0.985 4.5 3-5 72.2 0.44
3.50 1.043 4 2-4 66.7 0.33
4.65 0.493 5 4-5 100.0 0.89
4.72 0.461 5 4-5 100.0 1.00
3.61 1.092 4 2.754.25 61.1 0.22

합의
도
0.80
0.80
0.80
0.25
0.75
1.00
0.75
0.78
0.80
1.00
0.80
0.80
0.80
0.80
0.56
0.50
0.80
0.80
0.63

① 정책 수립 및 제도화(관련 법 정비 등)
단위의 교육정책 관련 운영지침수립
교육부 ②③ 국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진로교육 ④ 교육정책의
관련
운영체계
정책과 운영 포함) 구축 및 관리(간담회 및 협의회
⑤ 부처 간 정책 연계 협력
① 관련 콘텐츠(프로그램 및 운영매뉴얼 등) 개발
및 보급
② 진로정보망 구축
국가진로 ③ 운영인력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지원 ④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센터 ⑤ 단위학교 우수사례 연구 및 보급(성과보고회
운영 포함)
⑥ 제도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⑦ 정책 개발·평가·보완
① 지역단위 운영지침 수립
② 운영인력연수 프로그램 운영
③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 협력체계
지역 구축
교육청 및 ④ 지역단위의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교육 ⑤ 관내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연구회
지원청 지원
⑥ 단위학교 우수사례 발굴
⑦ 지역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①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요구조사, 지역사회 4.53 0.943 5 4.5-5 82.4 0.56 0.90
여건 등 분석
단위학교 ② 교과통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4.71 0.47 5 4-5 100.0 0.89 0.80
③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자율적 진로교육
4.00 1.275 4 4-5 82.4 0.56 0.75
편성·운영
1)평균은 5점 척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1～매우 타당하다=5에 대한 평균값임.
2)긍정응답률은 ‘대체로 타당하다(4)’ 또는 ‘매우 타당하다(5)’에 응답한 비율임.
3)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은 Lawshe(1975)의 제언에 따라 0.49 이하인 문항은 패
널 간 합의가 낮은 문항으로 간주하여 음영으로 표시하였음.
4)합의도는 0.75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문항은 합의도가 낮은 문항으로 간주하여 음영으로 표시하였음.

비슷한 맥락에서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 협력체계 구축보다는 국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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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센터와 같은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합의 수준이 높았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를 위해 단위학교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요구조사, 지역사회 여건 등의 분석, 교과통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자율적 진로교육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 패널들
사이에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문가들은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
고 있었다.
이러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참여 주체
및 역할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참여 주체 및 역할
3.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절차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주도적
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단
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배치 방안, 역량 강화
방안,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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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우선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을
구분하고, 담당 업무 및 역량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의 경우, 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담당부
서와 협의체 조직, 예산 확보 등), ② 주변 학교와 관련 정보 및 인적 물적 자원 연
계 주도 및 지원, ③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역량 제고 활동 총괄(전
교원에 대한 연수 제공,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응
답하였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절차는 [그림 3]과
같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단위학교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 TF(Task
Force)팀이나 담당부서, 또는 진로전담교사 등의 담당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담당조
직이나 담당자는 ①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담당부서의 운영을 총괄하며, 활동
운영 관리 및 지원, 결과 정리 및 운영성과 보고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성화
고 및 마이스터고는 취업부장교사, 산학협력 담당교사 등과 협조하여 취업과 연계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②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계획
을 수립하고, ③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 관련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며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④교내
교사 및 학부모 진로코치 등을 대상으로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도 이들의
몫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였다. 진로전담교사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담당 부
장교사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란 의
견도 있었다. 일반교사의 경우,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하에서 ①학급 단위의 진
로체험 계획 및 운영을 담당하며, ②담당 교과수업 시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수행하
는 등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진로교육에 대한 역량 제고가 반드시 병
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③다른 학교와 적극적 정보 교류 및 공동 운영 방안 모
색, ④진로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으로 보았다.
전반적인 운영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 패널이 준비-운영-마무리의 형태
를 지지하였으며, 각각의 해당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단위학교에서 운영 절차의 세
부 사항들은 운영 인력 별 담당 업무와 상당히 중복되었으며,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
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패널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요
구한 것은 담당자의 역할이 운영 절차에 맞추어 적합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
다. 단위학교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도입과 정착에는 학교장의 지원과 담당
부서의 역할이 크고, 실제 운영에는 교사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실제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운영 절차를 업무 내용과 연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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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
장

TF

교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감대 형성 및 TF 구성


2

학교의 제반 여건 분석


준 비
3

학교 단위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계획(안)
수립

4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계획 수립 및 구체화





1

운영 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회 실시


2

교사, 외부강사 및 지원인력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3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을 위한 교과별 협의회 수시
운영


운 영


4

진로 관련 부서의 지속적 모니터링

5

활동 중심의 진로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





1

운영 결과 종합 및 학기말 성적 산출


마무리

2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실시

3

운영 성과 정리 및 공유, 차기 계획 반영



◎: 매우 적극적 참여 ◌: 적극적 참여 △:협조 및 지원
[그림 3]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절차
이에 따라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절차에 따라 각 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사분범위, 긍정응답률, CVR, 합의도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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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운영 절차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위 사분 긍정
내용
평균 표준
CVR 합의
편차 수 범위 응답
도
률
① 전반적인 운영 절차의 타당성
4.44 0.784 5 4-5 83.3 0.67 0.80
운영절차 ② 전반적인 운영 절차에서 교장, TF팀, 교사 4.30 0.691 4 4-5 88.2 0.67 0.75
역할의 타당성
① 준비 단계 내용의 타당성
4.76 0.752 5 5-5 94.1 0.78 1.00
준비 ② 준비 단계에서 교장, TF팀, 교사 역할의 4.33 0.686 4 4-5 88.9 0.78 0.75
타당성
① 운영 단계 내용의 타당성
4.50 0.857 5 4-5 88.9 0.78 0.80
운영 ② 운영 단계에서 교장, TF팀, 교사 역할의 4.27 0.747 4 4-5 83.3 0.67 0.75
타당성
① 마무리 단계 내용의 타당성
4.61 0.502 5 4-5 100.0 1.00 0.80
마무리 ② 마무리 단계에서 교장, TF팀, 교사 역할의 4.35 0.862 5 4-5 88.2 0.67 0.80
타당성
1)평균은 5점 척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1～매우 타당하다=5에 대한 평균값임.
2)긍정응답률은 ‘대체로 타당하다(4)’ 또는 ‘매우 타당하다(5)’에 응답한 비율임.
3)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은 Lawshe(1975)의 제언에 따라 0.49 이하인 문항은 패
널 간 합의가 낮은 문항으로 간주하여 음영으로 표시하였음.
4)합의도는 0.75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문항은 합의도가 낮은 문항으로 간주하여 음영으로 표시하였음.
구분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확인하였던 주요 내용들의 타당성을 확인하
였으며, 운영 절차를 업무 내용과 연계하여 제시한 결과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의가
형성되었다. 단위학교에서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 절차의 타당성 정도는 모두 평균
4.00 이상이며, 중위수도 4~5, 긍정응답률도 모두 75%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CVR 값
도 모든 영역에서 .49 이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도의 경우에도 모두 .75
이상 기준을 만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
영 절차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의 운영 방법과 절차, 역할 분담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 패
널 입장에서도 제대로 예측 또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실시하는 데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안될 수 있는 바,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
을 것이다.
4.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진로교육에의 함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학교 진로교육의 양상은 다음
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으로 할애하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으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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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에 따라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에서 진로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학교 단계
에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를 보완하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를 실현하여 생애단계
별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급
별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은
학교급별로 큰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로교육 집중학
년·학기제의 실시로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
을 구성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의 성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
째, 교과통합 진로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로 진로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학교 진로교육은 일회성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실시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진로교육을 확대한다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진로교육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
째, 진로교육의 실시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이루어 낼 수 있다. 학교 현장
에서 진로전담교사의 배치로 진로교육이 진로전담교사의 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
는 데, 학교 진로교육의 실시는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참여가 필요
하다. 하지만 진로전담교사를 제외한 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
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실시로 학교 진로교육과정에서 진로전담교사 외의
학교 전체 교사의 참여 및 학부모가 참여하여 진로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Ⅴ

. 결론 및 제언

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는 학교 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계한 진로교육을 실시한
다는 점에서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제도의 구체화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효과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한 진로교육 체제 구축, 교과교육–창의적 체험활동–방과 후 활동을
연계한 진로교육 운영, 학교급별 주체–지역 및 단체–중앙정부의 연계 체계를 구축,
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확대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들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변화
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
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가 효과적으
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교육 집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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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학기제가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관련 교육 정책 및 법령에 대한 검토, 진로교육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도
출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비전과 목적, 방향성, 추진전략들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학
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
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의 도입을 위한 숙의가 매
우 부족한 상황이다. 학생들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한 제도라 할지
라도, 충분한 연구와 고찰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제도의 의의에 관계없이 흉내만
내거나 기존에 이루어지던 교육을 답습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는 데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리며, 동시에 교사들의 인식의 변
화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루기 매우 어렵다. 특히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경우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반영, 교사들의 동의와 협력, 학부모와 지역사
회의 협조 등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선발 및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집중학년 학기제의 효과적인 연계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
둘째,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내의 진로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이 통합적으로 조
직될 필요가 있다. 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요구는 시기에 따라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Osipow, & Fitzgerald, 1996).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각급 학교에서이루어지는 진로교육 내용 및 방법을 연계
하는 것으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및 여러 실무자들이 함께 관련 내용과 상호 역
할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에서의 개별화된 교육계획
과 이를 연계하기 위한 교육계획의 개발 및 활용에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관계
자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국가진로교육지원센터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단위학교 간의 연계와 함께 단위학교 내에서 초등학
교-중학교-일반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의 내용으로 ①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담당 교사 및 강사,
연구자, 실천가 등의 인적자원 교류, ②시설, 설비, 교구 등의 물적자원 교류, ③진로
교육 관련 정보,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 정보 등의 정보 교류가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한다. 진로교육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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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제 운영을 위해서는 단위 학교 내부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
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은 교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는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담당 교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교사들과 관련 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회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 인력의 질적 양적인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단위학교 및 기관
의 연계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 제고는 교과
뿐만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과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때에는 통합적인 접근과 함께 실천적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교사가 접근하는 것보다 교장 및 교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진로교육집중
학년 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의 특성과 운영 전반을 드러내는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학교급별 적정 운영
시기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운영 추진체계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모델이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진로교육 현황, 국내외 관련
운영 사례, 관련 운영모델 등을 종합·분석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는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명확
한 모델이 제시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적용하기 용이한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진로교육이 학교급에 따라
체계화되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꿈과 삶
의 목표를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진로교육 전공 교수, 관련 연구원,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등의 전문가들
을 통해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진로교육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유용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자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학교 외 실천가 및 전
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현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외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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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phi Analysis on the Operation for a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Su-Jung, Choi(Seoul National University)
Gun-Nam, Lee(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ung-Soo, Nam․Hyoshin, Lim․Kyuhyung, Cho(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areer education law states that a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is a particular semester or grade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o
operate career education course intensively.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operating
strategy about a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of career education policy and to present
proposals for operating a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Methodologies of this study analyzed several aspects of effective operating a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through the delphi analysis with 18 career
education professionals and teach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vision, goal, direction,
and strategy of a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is presented.
Also participants, tasks, and procedures of a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ar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the better research on a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Key words: career education intensive semester & grade system,
career education, delphi analysis, career edu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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