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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관광은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에 따르면, 2016년 세계경제에 대한 여행 및 

관광분야의 총 기여도는 7.6조 달러로 세계 GDP의 10.2%를 차지하고, 고용인원은 2억 9,200명

으로 전체고용인원의 약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대학은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과정일 뿐 아니라, 최고의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국내 관광산업체에 취업하는 인력 중, 전체의 약50% 이상이  관광관련학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난다(김흥식･박구원, 2007; 김희수･김현주, 2016). 때문에 관광산업의 발전, 특히 

관광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있어서 이들 대학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을 어떠한 체계로 양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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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외로 적다. 지금까지 대학교육의 혁신과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과 학술적 논의가 

있어왔고(이영, 20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한국교육개발원, 2014), 최근에는 개별적인 

분야의 교육방법이나 커리큘럼 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오세리･신규리, 

2011; 김믿음 등, 2013). 그러나 전공을 가르치는 학부나 학과단위에서 관광전문인력을 어떠한 

체계로 양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국내 대학은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으며 학문의 특성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새로운 변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또한 최근에는 4차 산업이란 

새로운 장르가 형성되면서, 미래 산업의 대응적 관계에서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이 크게 주목받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전문인력을 어떠한 체계로 양성해 나갈 것인가는, 거시적인 

정부정책이나 대학운영의 지표로써 뿐만 아니라, 학과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형태나 방법으

로서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연구로

서, 최근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의 대학을 사례로, 학부 

및 학과 단위에서 관광전문인력이 어떠한 체계로 양성되는지 그 추진특성을 밝히고, 국내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국내 대학교육에서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현황

국내 대학에서 관광관련학과가 설치되어 관광전문인력이 배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1964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1967년 세종대 호텔경영학과 설치)로 나타난다. 각각 관광경영

과 호텔경영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관광관련학과는 1980년대 초반 해도, 소수 대학

을 중심으로 관광경영과 호텔경영이라는 양 축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는 대학과 관광산업의 발전해 따라 크게 확대되어, 2015년 현재, 전국에 

관광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113개(4년제 대학 43개), 졸업인원은 연간 8,905명(4년

제 대학 2,073명)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4년제 대학에서만 매년 2,000명 이상의 

관광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분야도  관광경영과 호텔경영에 국한되지 

않고, 관광개발은 물론, 컨벤션, 복지, 이벤트, 레저스포츠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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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진출과 계약협약학과도 탄생하고 있다(대학공시센터, 2017). 그 만큼 관광전문인

력의 사회적 역할과 기대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광관련학과의 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 교육부에서 매년 전공분야별 취업률을 

조사해 우수학과를 공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취업률 우수학과에 아직 관광관련학과가 포함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교육통계센터, 2016). 또한 실질적으로도 관광관련학과의 취업률

은 아직 61.1~66.7%에 불과하고(김희수･김현주, 2016; 대학공시센터, 2017), 관광관련학과 취

업자 중 관광분야에 취업한 사람의 비중도 49.1%로 나타난다(김희수･김현주, 2016). 반면, 

대학 이외에서 행해지는 관광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체

육관광부, 2016).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학과와 그 배출인원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쟁력이나 전문성은 아직 크게 부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2 대학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과의 관계

현재 국내대학의 변화적 이슈는 대학교육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와 그를 위한 대학의 

구조개혁 및 학문 특성화 등으로 나타난다.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특별히 규정

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는 사회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대학은 전공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 평가 등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취업률 등은 항상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뿐, 실질적인 전공을 다루는 학과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오퍼레이션 시켜 나갈 것인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최근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관광인력의 수요와 공급, 특수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방법(맞춤형 인력양성 등), 

그리고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한 교과과정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관광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한 전체적인 형태나 작동체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학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가 및 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고,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실행주체의 명확한 교육이념과 집행체계가 요구된다(김 

철, 2006).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은 학부 또는 학과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대학교육의 본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조합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는, 우선적으

로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부 및 학과차원에서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 것인지, 그 

기본적 요건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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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팩터

 

학부나 학과단위에서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어떠한 체계가 필요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통상 대학의 경쟁력은 사회적인 평판이나, 취업률, 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또한 기존 연구에

서 보면,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편성과 운영은 대학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오미숙, 2010),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적인 교육이나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특별한 장치나 지원제도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오세숙･신규리, 2010; 장경원, 2011). 따라서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 평판, 취업률, 교육 만족도 등은 관광전문인력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과의 교육이념이나 목표, 

특별한 지원제도 등은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관광은 다양한 분야의 조합과 융합에 의해 형성되는 종합학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

에, 학문의 전문성과 복합성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시되어 왔다(김사헌, 2002; 장병권, 2008). 

때문에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는 대학교육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관광학이 본래적으

로 갖고 있는 복합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학문적 모호성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가 상시

적인 과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교육목표와 

방침, 교육과정, 특별한 지원제도 등이 상호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특히 이들의 

구성에 있어서 학문의 전문성과 복합성 등의 관계에 대해서 관찰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과 방법에 앞서, 일본의 대학교육 및 관광산업의 여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두고자 한다.

<표1>은 관련정책과 자료를 토대로, 일본의 고등교육혁신 정책과 그와 관련한 대학 및 

학과차원의 교육여건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일본의 대학교육의 혁신은 이미 

1984년부터 추진된 것에 있으나, 각 사업이 본격화 된 것은 2000년 이후부터인 것으로 나타난

다. 대학교육의 혁신은 국립대학법인화 등에 따른 운영체계의 발본적인 개혁, 대학의 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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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일본의 고등교육혁신 정책과 대학 및 학과차원의 교육여건 변화

자료 : 文部科學省 HP, 平成17年版 文部科學白書(2005), 平成28年版 文部科學白書(2016), 감영희(2011)

구분 고등교육혁신 정책 대학 및 학과차원의 교육여건 변화

고등
교육
혁신
흐름

  ① 임시교육심의회(1984-1987)
  ② 대학심의회(1987-2000)
  ③ 중앙교육심의회(2001-현재)

□ ｢지(知)｣의 사회를 리드하는 대학혁신
   ∙ 조직운영의 활성화(자기점검･평가)  
   ∙ 고등교육의 개성화 (커리큘럼, 입학, 수업)
   ∙ 교육연구의 고도화(대학원, 산업계 연계)

□ 제1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 제3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

→ 2000년대 후반부터 조직운영, 교육, 
산업연계 등을 중심으로 대학 및
학과차원의 구조개혁이 본격화

주요
정책
추진
사업

 국립대학법인화 등에 따른 운영시스템의 발본적 개혁  
   (→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 확대)
  ∙ 국립대학법인화 이행(2004-)
  ∙ 공립대학 법인제도의 창설(2004)
  ∙ 사립교육법 개정(2005-)

 대학의 질 보증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 시대적 요청에 대응) 
   ∙ 제3자 평가의 도입(2004-)
   ∙ 공사립대학의 설치인허가 탄력화(2003-)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 교육연구활동 지원, 고도전문인 양성)
   ∙ 국공사립을 통한 대학교육혁신의 지원
     - 21C 코어프로그램(2002-)
     - 특색 있는 교육지원프로그램(2003-)  
     - 매력 있는 대학원교육 이니셔티브(2005)
  
 산학관연계･지적재산전략의 추진
    (→ 사회에 필요한 실용적 인재, 촉진)
   ∙ 파견형 고도인재육성 협동플랜(2005-)
   ∙ 선도형 IT스페셜리스트 육성추진프로그램(2006)
   ∙ 대학지적재산본부의 정비(2005-) 연구성과 특허화
   ∙ 대학발 벤처창출 등의 추진강화    

□ 독일식 교육에 영향을 받아 전전부터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실 단위의
  ZEMI활동 추진

□ 1990년대 후반부터 몇몇 대학을 중심
 으로 대학의  교육지원센터기능 강화

  → 대학 및 학과단위의 구조개혁은
     이러한 체계와 연동되며 발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 한편 2015년부터 학생들을 위한 정책

 으로서. 학생의 자주적인 배움의 확립
 을 위한 대학교육의 질적인 전환과, 
 학생들의 사회적 직업적 자립을 지원
 해 나가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대학 및 학과차원의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다음 2가지
     가 새로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음
  ① 대학교육 질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의 개선 및 토탈적인 체계 확립
  ② 학생들의 사회적 자립과 산학연계 
     위한 케리어교육과 인턴쉽 추진

2017년
현재 
추진
방향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 학생의 자주적인 학습을 위한 대학교육의 질적 전환
   ∙ 대학교육 질 보장을 위한 토탈시스템 확립
   ∙ 지역사회에 열린 고등교육

 글로벌 인재육성과 대학의 국제화

 전문인재의 육성

 사회적 직업적 자립에 대한 지원
   ∙ 캐리어교육∙직업교육의 충실
   ∙ 인턴쉽의 추진

□ ①②와 관련해, 2016년 3월, ｢학교교
 육법시행규칙｣이 새롭게 개정되어, 
 2017학년도부터 각 대학에서는 졸업
 인증 및 학위수여 방침, 교육과정 개
 편 및 실행방침, 입학자 수입방침의 
 3개 폴리쉬를 책정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17년 3월 현재
 전국대학의 취업률 76%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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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일본의 관광입국 정책과 관련 대학 및 학과의 교육여건 변화

자료: 観光庁 HP, 観光庁(2010), 平成20年版 觀光白書(2008), 平成29年版 觀光白書(2017)

구분 관광정책 관련 대학 및 학과의 교육여건 변화

관광
정책
변화

 관광입국정책을 통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개
  ① 관광을 일본의 새로운 국가산업으로 발전
   ∙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시행(2007-)
   ∙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각의결정 
   ∙ 관광청 설치 (2008-)
   ∙ 관광권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제정
   ∙ 관광입국실현을 위한 액션플랜 결정(2013-) 
  ② All Japan본제에 따른 연계 강화 확대
   ∙ 국가산업으로서 일본 브랜드 발신
   ∙ 세계에 통용하는 매력 있는 관광지만들기
   ∙ 새로운 관광지역 모델이 되는 선진적 추진
   ∙ 기반프로젝트와 연동한 관광지역의 관광

포텐셜 극대화
  시스템
  ① 국제경쟁력 있는 매력 있는 관광지의 형성
  ②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인재육성
  ③ 국제관광의 진흥
  ④ 관광여행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 관광정책의 대대적인 확대개편 등에 따른
   관광산업의 구조변화
   ① 관광자원분야(발굴/관리, 문화, 콘텐츠)
   ② 관광산업분야(숙박, 여행, 교통, 마케팅)
   ③ 관광개발기획분야(지역만들기, 지역창생)
   ** 크게 3가지 관광산업분야 발전
   ** 관련 학문 및 전공영역의 발전
 

□ 국가차원의 관광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추진
   ① 고등교육기관에 있어서 관광교육시스템의 
      이상에 관한 조사보고서(2005, 국토교통성)
   ② 관광메니즈먼트 고도화를 인재육성 검토회
      보고서(2007, 국토교통성)
   ③ 관광지역만들기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에
      관한 조사 보고서(2009, 관광청)
   ④ 관광지역만들기 인재육성 지원사업 보고서
      (2010, 관광청)
   ** 지역, 관련산업과 연계한 인재육성 필요
   ** 실무형 커리큘럼 개발, 인턴쉽 확대
 

□ 관광산업의 3층 구조에 대응한 인재육성 사업
   ① 관광산업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 육성
    ∙ 릿교대학, 교토대학 대학원단계에

관광MBA 설치운영
   ② 관광산업 실무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광산업 중핵 인재 육성
    ∙ 지역 및 관련산업과 연계한 커리큘럼 개발, 

와카야마대학 등의 모델사업 확대추진
    ∙ 산업계 니즈에 대응하여 실천적인 직업교육

을 행하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제도화
(학교교육법개정법안, 통상국회 제출)

   ③ 성장분야 등에 있어서 중핵적 전문인재양성 
      등이 급격히 필요한 분야의 인재양성
    ∙ 지역, 업체 등과 연계하여 즉전력(即戦力)이 

되는 지역의 실천적인 관광인재 육성
    ∙ 사회인 연계교육과 연계추진(5건 실행)
   **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커리큘럼 도모 
   ** 모델사업으로 추진 도모

2017
현재 
추진
방향

 관광자원의 매력 극대화 → ｢지역창생｣
   ∙ 매력 있는 공적시설 및 인프라의 대담한 공개 개방
   ∙ 문화재의 관광자원으로서 개화
   ∙ 국립공원의 ｢내셔널 피크｣로서의 브랜드화
   ∙ 경관이 우수한 관광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관광지 매력 향상
   ∙ 체재형 농산촌의 확립･형성(農泊 등)
   ∙ 지역상점가등에서 관광수요 획득 및

전통공예품 등의 소비확대 등
  관광산업 혁신･국제경쟁력 강화→ 국가기간산업 
   ∙ 관광관련 규제･제도의 통합적 개선
   ∙ 민간서비스에의 대응
   ∙ 산업계니즈에 대응한 관광경영인재 육성강화  
   ∙ 세계수준의 DMO 형성을 위한 지원 실시
   ∙ ｢관광지 재생･활성화 밴드｣지속적인 전개
   ∙ 방일프로모션의 전략적 고도화 등
  모든 여행자가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관광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
   ∙ 민간 지역만들기 활동 등에 따른

｢관광-지역 일체 재생｣ 촉진
   ∙ 누구나 혼자 걸을 수 있는 환경 정비
   ∙ 캣슈레즈 환경의 비약적 개선
   ∙ ｢지방창생회랑｣의 완비 등

□ 관광학부 및 학과의 대대적인 확대 발전
  ∙ 1967년, 릿교대학 관광학과 설치(1998 학부)
  ∙ 2005년, 國야마구찌/유구대학 관광학과 설치
  ∙ 2008년, 國와카야마/유구대학 관광학부 설치
  ∙ 1992년 현재, 2대학 3학과, 입학정원 240명
  ∙ 2010년 현재. 39대학 39학부 43학과 4,4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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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대학교육혁신을 통한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회에 필요한 실용

적 인재를 육성하는 산학연계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과 사회적 자립과 같은,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특성이 발견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연구실단위의 ZEMI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왔고, 1990년 후반부

터는 몇 몇 대학에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대학 및 학과차

원의 교육혁신은 이러한 기본 체계와 연동되며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2>를 통해 보면, 일본의 관광정책은 2003년 발표된 ｢관광입국｣정책에 의해 크게 

바뀌고 있다. ｢관광입국｣정책은 관광을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닌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국가기간산업)으로서 위치시킨 중요한 정책으로서, 일본의 관광산업과 그 

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국내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규모는 최근 10년간 약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관광입국 정책은 

관련 법률과 관광청이라는 주무부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실행력이 매우 높고, 

이 정책은 관광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각 사업이 연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적자원 및 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만들기나 지역창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으로, 정부에서

는 관광산업인력의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관광관련 학부 및 학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광학부 및 학과가 설치된 

대학수를 보면, 1992년에는 2대학 3개 학과(입학정원 240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39대

학에 39개 학부, 43개 학과(입학정원 4,402명)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관광교육과 관련한 

여건 변화를 보면, 국가차원에서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관광교육관련  

조사 등이 행해지면서, 지역 및 관련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육성이 추진되고, 그를 위한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관광정책의 대대적인 확대개편과 지역과 연계되는 

독특한 산업 발전체계에 따라, 관광사업분야는 크게 관광자원, 관광산업, 관광계획이라는 

3가지 파트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전문인력의 육성과 그를 위한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학과 개설과 같은 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현장적용 능력과 같은 질적인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관광학부 및 학과에서의 교육과 커리큘럼 등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천형 인재육성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특성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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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대상

연구는 일본의 관광 1번지라 불리는 관서지역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사회

적 평판이 높고, 또한 취업결정력이 높게 나타나는 2개 대학(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 와카야마

대학 관광학부)을 대상으로 했다. 한난대학(阪南大學)은 오사카시 외곽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

이다. 대학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제관광학부의 배출인원은 연간 164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고, 국제관광학부 졸업생의 취업결정력은 9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난대학 관광국제학부는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와카야마

대학(和歌山大學)은  와카야마현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와카야마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관광학부가 설립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지만, 현재 취업결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9%에 달하고, 관광분야에서 지역연계가 가장 잘되는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최초로 UNWTO의 ｢관광교육인증(Ted Qual인증)｣을 획득한 곳이기도 하다. 

        <표3> 연구대상 대학

자료: 阪南大学 HP, 阪南大学(2016/2017), 和歌山大學 HP, 和歌山大學観光学部(2017)

구분
私立 阪南大學 국제관광학부

Hannan University
国立 和歌山大學 관광학부

Wakayama University

대학

위치 • 大阪府 松原市 • 和歌山県 和歌山市 

설립 • 1965-04, 대학 설립(상학) • 1949-04, 대학 설립(교육학, 경제학)

현재
구성

• 5개 학부, 5개 학과로 구성 
• 전임교원 111명, 전체학생 4,954명

• 4개 학부, 4개 학과로 구성
• 전임교원 254명, 전체학생 4,051명

학부

설치
• 1997-04. 국제관광학과 설치
• 2010-04. 국제관광학부 설치(3개 학문영역)
• 2017-09. 신규영역에 추가개편 중

• 2007-04. 관광학과 설치
• 2008-04. 관광학부 설치(2개 전공)
• 2016-04. 관광학부 재편(3개 전공)

현재
구성

• 1학과, 3전공으로 구성
• 전임교원 15명, 학부생 755명

• 1학과, 3전공으로 구성
• 전임교원 27명, 학부생 480명

취업
결정

• 2016년 3월, 졸업생 164명
• 취업결정률 97.1%

• 2016년 3월, 졸업생 114명
• 취업결정률 99.0%(전국 1위)

학부 기타

• 201６년도 학부학생들 만족도 약93%
  - 오리엔트사업 참가자 만족도 93.3%
  - 교육만족도 92%
  ※ 매년 만족도가 체크･관리되고 있음

• 학부는 독립된 캠퍼스를 갖고 있음

• 2016-04. 관광청에서 지역연계
우수 모델학과로 소개

• 2017-04. 관광학부, 일본최초로 UNWTO의 
관광교육인증 획득

• 2017-09, 관광청사업으로 추진되는,
｢데스티네이션 관광사업을 담당
하는 중핵 인재육성강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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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개 대학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관광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사회

적 평판이 높고, 또한 취업결정력이 높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이들 

대학이 최근 10여 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전문인

력 양성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2대학은 모두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찍부터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와카

야마대학은 일본 국립대학 중 가장 먼저 관광학부가 개설된 대학이고, 지역과 연계한 현장학

습프로그램을 일찍부터 도입하여 지역과 연계한 교육분야에서는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곳이다. 또한 한난대학은 오사카시 외곽에 있는 작은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관광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성을 중시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실험관광학｣이라는 독특한 교육체계를 가장 일찍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것은 정부의 대학교육혁신정책이나 관광입국정책에 따라 주로 후발주자로 

추진되는 다른 대학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생들을 위한 사이

트를 통해 전공분야별로 대학랭킹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관광｣분야에서는 와카야

마대학이 국립대학에서 전국 1위, 한난대학은 사립대학 중 전국 5위(관서지역 1위)로 나타난다

(スタディサプリ進路 HP).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국립과 사립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2개 대학은 모두 관서지역이라는 하나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들 2대학의 공통적 특성을 밝힌 다면,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연구방법 

연구는 관련자료의 조사과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를 통해,  ①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목표와 추진체계,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체계, 그리고 ③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를 조사해 그 특성을 밝히고, 이들의 공통점을 도출해 냈다.
우선 각 대학에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목표와 추진체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체계, 그리고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를 조사해, 
그 특성적 요소를 정리했다. 그리고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를 통해, 이러한 

특성이 맞는 지 확인하고, 그의 운영방법 및 성과 등을 체크해, 그 특성적 요소를 확정했다. 

그리고 여기서 발췌한 각 항목과 요소를 토대로, 이들이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미치는 중요도

를 체크해, 각각의 요소 등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했다. 단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

는 2017년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 동안, 양 대학을 직접 방문해 실행했고, 교원 총5명(한
난대학 4명, 와카야마대학 1명)을 대상으로 한 1대1 집중 인터뷰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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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의 관광전문인력 양성체계

4.2.1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추진체계 

한난대학은 상학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따라서 대학의 사명도 ｢국제적인 비즈니스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난대학은 이후 관련학부가 연차적으로 개설되면서, 현재는 

유통학부, 경제학부, 경영정보학부, 국제커뮤니티학부, 국제관광학부로 구성되고 있다. 관광

학의 모체가 되는 국제관광학과는 처음에는 국제커뮤니티학부의 일환으로 탄생된 것에 있으

나, 2010년 국제관광학부가 별도로 설치됨에 따라 독자적인 학부로 운영되고 있다.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는, 국제적인 비즈니스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난대학의 교육방

침에 의해, ｢국제적인 비즈니스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부다. 때문에 그의 기본적인 목표

도 ｢실행력 있는 국제적인 관광비즈니스인력의 양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4>는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의 교육목표와 방침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 관광전

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교육의 추진체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교육의 설정

(SEP-UP)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관찰된다.

(1) 학부교육의 목표 및 추진체계

그 하나는  학부교육의 목표 등을 통해 관광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명확한 인재상이 설정

되고 있고, 학부운영의 세부실행방침 등을 통해 이러한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형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는 국제적인 관광비즈니스인력 양성이라는 학부의 설립목적에 따

라, 학부의 교육이념 및 목표를 ｢첨단 국제감각과 폭넓은 시야를 갖고, 국제관광의 다면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관광인재의 육성｣으로 설정해, 그 인재상

의 색체를 보다 선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념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학부운영

의 세부추진방침을 ｢3개의 학문(배움)과 4개의 특수영역(관계)에 의해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내는 실험관광학의 실현｣으로 정해 그 형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즉, 전공을 관광산업 형태에 

대응하여, 각각 관광문화, 관광계획, 관광사업의 3가지 분야로 설정하고, 이들의 전공영역을 

지역, 기업, 외국, 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함으로서, 전공과 그에 따른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체계다(교원 인터뷰조사로 확인). 정리하면, ｢국제적인 관광비즈니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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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란 국제적인 감각과 시야를 갖고, 관광의 다면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인재를 말하는 것에 있고, 이러한 ｢실행력 있는 인재｣는,  3개의 학문과 4개의 특수영역에 

의해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험관광학의 실현을 통해 육성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부의 교육목표 및 운영방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Admission Policy(입학자 수용방침), Curriculum Policy(교육과정 편성 및 실행방침), Dipoloma 

Policy(학위수여 방침)이라는 학과운영의 세부원칙을 별도로 정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2) 학부의 구성 및 학문의 실행체계

다른 하나는, 학부의 구성 및 학문의 실행체계가 학문단위로 상당히 집중화되고 있고, 또한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학부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통상적으로는 하나의 학부가 있으면 다양한 학과가 

있어 학문이 규합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한난대학의 경우는 하나의 학부는 하나의 학과

로만 구성되어 있다. 대신 학부에서는 학부교육을 지원해 가는 지원기관 및 지원조직이 크게 

발달해 있다. 예컨대, 국제관광학부에는 국제관광학과라는 하나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국제관광학부에는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국제관광학부 FD부회, 어학교육연구원, 그리고 3개

의 전공별 연구교육부회 등이 설치되고 있다.

또한 학문의 실행체계를 보면, 학문은 ｢국제관광학｣으로 단일화 되고 있으나, 이러한 

학문의 내용은 3가지 배움과 4가지 관계를 통해 상당히 전문화ㆍ실용화 되고 있다. 이들의 

조합을 통해 지식의 체계적인 습득과, 관광실무에서 필요한 실행능력이 배양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험관광학과 실행력 있는 관광인재의 육성이 실현되는 

체계다. 때문에 학생들은 이러한 3가지 전문영역과 4개의 특수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기 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전공을 교차학습하며, 관광학이라는 전체를 

이해하면서 전공 실무 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된다(교원 인터뷰조사로 확인). 즉 관광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복합성이라는 것은 ｢국제관광학｣과 ｢3개의 전공영역｣의 조합을 통해 

형성되는 것에 있고, 또한 이러한 3개 전공영역으로 구성된 ｢전공교육｣과 특성화된 ｢4개의 

특수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실행력 있는 관광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체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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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의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체계

구분 내용

대
학

대학사명 국제 비즈니스인력 양성

교육이념
목표

자유와 청신의 기풍을 토대로, 챌린지 정신 왕성한 의욕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폭넓은 교양을 갖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퍼슨으로서 성장시키는 것 

대학구성
편제

유통학부 경제학부 경영정보학부 국제커뮤니티학부 국제관광학부

유통학과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 국제커뮤니티학과 국제관광학과

산업경제연구소, 국제교류센터, 중소기업벤처지원센터, 대학교육센터, 캠퍼스계획위원회
FD부회(Faculty Development) + SD부회(Staff Development), 케리어센터

추구하는 
대학상

• 학생성장률 넘버원의 대학을 추구한다.
• Face to Face 교육을 중요시 한다. 학생 1인1인을 어디까지도 응원한다.
• 취업에 강한 대학을 추구한다.
• 지의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과 국제사회에 공헌한다.

3개의 방침
• Admission Policy (입학자 수용방침)
• Curriculum Policy (교육과정 편성 및 실행 방침)
• Diploma Policy(학위수여 방침)

학
부

설립목적
국제 관광비즈니스인력 양성

- 실행력 있는 국제 관광비즈니스인력 양성 -
교육이념
목표

첨단 국제감각과 폭넓은 시야를 갖고, 국제관광의 다면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관광인재의 육성

학부운영
세부

추진방침

  ① 관광문화, 관광계획, 관광사업의 지식을 체계적이고 횡단적으로 습득
  ② 로컬에서 발신하고, 글로벌한 교류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배양

3개의 학문과 ４개의 관계에 의해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험관광학｣ 실현

관광문화 + 관광사업 + 관광계획
------------------------------------
　지역･기업･외국･타 대학

학부구성
편제

관광문화 관광계획 관광사업
관광사업의 소재되는 
자원, 문화, 콘텐츠

관광의 사회･정책적
용법

관광사업･산업
육성

국제관광학부 FD부회(3분야별 연구교육부회 포함), 교육부회, 입학･입시부회, 학생부회

학부운영
세부

추진원칙
(3개 방침)

• Admission Policy (입학자 수용방침)
• Curriculum Policy (교육과정 편성 및 실행 방침)
  １．관광문화･관광계획･관광사업 3분야를 기축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광교육을 행함
  ２．체계적 계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문교육과목의 배치와 구성을 실시함
  ３．｢현장에서 배움｣을 모토로 하는 실습과목의 충실을 도모함
  ４．국제감각과 외국어운영능력을 갖는 인재육성을 위해 어학교육의 충실을 도모함
  ５．학생의 출구관리를 위해 캐리어교육과목의 충실을 도모함
  ６．교원에 따른 매우 상세한 학생지도･지원을 행함
• Diploma Policy(학위수여 방침)
  １．관광문화、관광계획、관광사업의 지식을 체계적 횡단적으로 습득하는 것
  ２．로컬에서 발신하고, 글로벌한 관계를 높이는 능력을 몸에 익히고 있는 것
  ３．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서의 어학능력을 충분히 몸에 익히고 있는 것
  ４．4년간에 걸친 ｢강의｣｢실습｣｢연습｣에서의 배움과 졸업연구의 작성을 통하여 
      고도로 실천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몸에 익히고 있는 것

배움의 특성
• 현장에 선다. 
• 어학력을 배양한다.
• 폭넓은 시야를 갖는다. 

자료: 阪南大学 HP, 阪南大学(2013), 阪南大学(2016)



일본 대학교육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의 양성과 학문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박구원  271

4.2.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체계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및 실행방침(Curriculum Policy)｣를 

토대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표5>은 이러한 지침을 통해 만들어진 커리큘럼-맵과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체계를 정리해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학문의 단계를 이끄는 종축과 교육의 형태를 이끄는 

횡측이 각각의 특성을 갖고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특성이 발견된다.

(1) 【종축】 학문의 심화과정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은 1, 2, 3, 4학년을 올라가며, 학문의 심화가 이루어진다. 

한난대학도 이러한 심화과정(전공기초→전공기간→전공개발)을 거치고 있으나, 2가지 차별

성을 갖는다. 하나는  학문의 심화과정이 ｢3가지 학문영역(전공영역)｣을 토대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4학년의 경우 졸업논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전공은 

｢3가지 학문영역(전공영역)｣이 설치되어 있어, 2학년 때부터 이들 전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선택과정을 거치면서, 전문능력을 높여나가게 된다.  1학년 때는 ｢국제관광학입문｣과, ｢관광

문화론･관광계획론･관광사업론｣을 전공필수로 필수로 이수해 국제관광학과 3가지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2학년 때 부터는 전공영역을 선택해가며 점차적으로 전공을 

심화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다(때문에 전공과목과 교수의 전공은 전공영역을 중심으로 상당

히 세분화되고 있음). 그러나 4학년이 되면, 수업과목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대신 졸업논

문의 비중이 커진다. 졸업논문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Dipoloma Policy)이 마련되고 있을 

정도도 그 비중이 크고 엄격하기 때문에, 4학년이 되면 졸업논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자체적인  ｢졸업연구발표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즉 학문(국제관광학)은, 3가지 전공영역(전공계열)을 통해 심화되고, 이들의 학문은 

졸업논문을 통해 완성되는 체계에 있다.

(2) 【횡축】 교육의 추진형태

전공과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형태는 통상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한난대학의 

경우는 ｢관광연습(전공제미 SEMINAR)｣이라는 것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학생이 

대학입학제미를 통해 지도교수를 선택하고,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지도교수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연구실 단위의 학습 및 필드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체계다. 따라서 이들은 

특히 교수의 전공영역과 활동에 따라 학습의 유형 및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의 전공선

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학습이 주로 연구실 단위의 필드학습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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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목과 상호 연동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교원 인터뷰조사 결과). 전공교육은 

아론과 실습, 그리고 이를  연구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전공제미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는 체계라 볼 수 있다.

<표5>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체계

구분
전공연습
과목

전공
전공실습
과목

4년　

졸업연구
(必)
↑

전문연습 2
(必)

ー ー ー ー ー - -

관광문화
(3･24)

 관광계획
(2･10)

관광사업
(1･5)

투어
리즘

특별
강의

실습

３년　

↑

전문연습 1
(必)

전
공
개
발
과
목

【관광과 지역문화】
6개 과목

【관광과 사회문화】
관광과 이문화이해
관광심리론
관광사회론
축제문화론
관광민속론
식문화론
이문화커뮤니케션론
비교문화론

 

【관광과 문화유산】
인터피린터론
문화유산론
세계유산매니즈먼트
고고유산론

【관광계획/환경】
문화개발론
관광정보론
관광경관론
도시관광론
도시계획론
자연보호론

 

【관광과 국제사회】
국제경제학
국제관광개발론 
민간협력
국제평화론

【관광산업･사업】
관광메디아산업론
테마파크론
호텔경영론
집객산업론
관광기업론
관광경제학

분야
별로
 

7개
과목

국제
관광
 

8개
과목

【실습과목】
관관연습(국내)
관광실습(해외)

【실습과목】
지역을 

이해한다.

２년

기초연습
(自･全)

↑

연습도입
(自･全)

↑

전
공
기
간
과
목

관광문화群

(5)
관광계획群

(5)
관광사업群 

(5)

놀이문화론
여행문화사
관광과 예술
관광인류학
세계유산론

관광계획론
관광정책론
관광지리학
관광자원관리론
환경계획론

호스피탈리티산업론
여행업론
관광마케팅론
관광교통론
국제협력론

1년

대학입학제미 b
(自･全)

↑

대학입학제미 a
(自･全)

전
공
기
초
과
목 

관광문화개론
(必)

관광계획개론
(必)

관광사업개론
(必) 【자격대책과목】

일본관광학
관련법규국제관광학입문

자료: 阪南大学 HP, 阪南大学(2013), 阪南大学(2014), 阪南大学(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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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난대학 관광국제학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국제관광학｣을 베이스로,  3개 

전공영역과 졸업논문을 통해 전공이 심화･완성되고, 강의･실습･제미가 하나의 세트가 되

어 특성적인 전공 및 실무능력이 함께 배양되는 체계라 볼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이 3가지 

전공을 중심으로  상호 융합･전문화되고 있는 것, 전공제미를 통해 실질적인 지도 및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한난대학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3가지 전문영역을 기축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광교육과 

현장에서 배우는 실천교육,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실행력 있는 관광인재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체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4.2.3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

<표6>는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원제도 중 관광전문인력 양성과 관

련된 특별한 지원제도 및 활동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1)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 및 연구활동 지원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에서는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커리큘럼-맵과 지도교수제를 운영해 가고 있다. 커리큘럽-맵은 학년별로 들을 수 있는 

전공과목과 각각의 전공영역을 심화시키는데 필요한 과목을 전공계열별로 구성해 놓은 

가이드 맵을 말한다. 또한 전공과목에는 전공계열과 학습의 심화정도에 따라 코드가 부여

되어 있고, 이 코드를 누르면 해당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타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러한 커리큘럼-맵과 코드정보(syllabus DB)를 통해 자기진로에 맞는 전공영역과 전공과

목을 선택해 나갈 수 있다.

지도교수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학년 자도교수를 정해(추후 조정됨), 2학년 때부터  

연구실 단위의 본격적인 지도와 전공실무능력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실단위의 

지도와 현장학습을 통해 자기의 진로 및 전공실무능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에 있다.

(2) 특성적인 교육활동(현장학습) 지원 

한편, 한난대학에서는 현장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10개 기관과 정식협정을 맺고 정기적인 

필드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기실습 등이 가능한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도 10개 이상 

확보되고 있다. 특히 현장학습과 관련해서는, 관광실습과목이 설계되고 있고, 도시관광을 

배우기 위한 필드워크, 이벤트의 기획과 참가, 지역진흥을 위한 조사 및 협력 등이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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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들은 제미활동과 연계되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연구실별로 기업 

및 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현장학습이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발표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국제관광학부에서만 전공제미를 통해 연간 약 10개의 필드학습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의 성과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관광학부 제미연구 성과발표회｣를 

공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중, 평균 2~3건은 실제적인 여행상품 등으로 직접 실행되

거나 인턴쉽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현장학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에는 각 제미와 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여 공동세미나가 

추진되기도 하고, 박물관학예자격증제도 등과 연계해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미별 연구활동비를 보조하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연구실단위의 자주적인 연구활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한남논집｣을 통한 현상논문 투고, 

｢학부교육연구활동조성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관광학부의 제미

활동은 현장 실무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실단위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거나, 학문

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에 있다.

한난대학 교육지원센터와 교수회에서는 매우 특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교육지원

센터에서는, 각 학부에 FD(Faculty Development), SD(Staff Development) 부회를 설치해 효과적

인 실습지원과 합동필드워크를 지원하는 한편, 이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년 모니

터링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함께 조정하거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관광학부 교수회

에는  그에 부속한 5개의 부회(입학지원부회. 졸업연구부회, 홈페이지부회, 학부이벤트부회, 

FD부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전 교원은 이중 어느 한쪽의 부회에 속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지원해 가는 것으로 되고 있다. 예컨대, 교원은 FD활동을 통해 학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나갈 수도 있고, 졸업연구 담당, 학부이벤트 담당, 홈페이지 담당 등을 맡아 학생들과 

함께 학부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도모해 나갈 수도 있다.

한난대학 경우,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이러한 세부

적인 지원 및 개선 활동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체계적인 취업지원 활동

한난대학에서는 본격적인 취업지원 활동에 앞서 ｢케리어교육｣이란 것이 실행되고 있다. 

캐리어교육은 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찾고, 기업에서 필요한 캐리어를 자신에 맞게 관리 

육성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은 일방적으로 기업에 맞추거나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 등에 맞추어,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특징이 있다.



일본 대학교육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의 양성과 학문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박구원  275

<표6> 한난대학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

구분 내용

자주적인 학습 
및 연구
활동지원 

□ 인재육성 모델 맵 제시(전공별 진출분야 및 취득 가능한 자격증)
□ 자주적인 학습 지원(교육이수모델, 커리큘럼-맵, 전공과목 코드정보)
□ 지도교수제 운영
□ 학습지원실, GLOBAL SPACE, 국제관광학부 케리어어피스 운영

현장학습
활동지원

□ 관광실습과목 설계 + 제미 등과 연계 운영
 

□ 제미에서는 각 기업 및 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필드학습 등을 추진
 

□ 매년 약 10여개의 제미에서 본격적인 필드학습이 추진
    • 그 결과는 매년 ｢국제관광학부 제미연구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발표
    • 연간 2-3건이 실질적인 상품개발이나 인턴쉽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   
 

□ 현장학습 지원제도
    • 각 학부에서 제미참가자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
    • ｢학부교육연구활동조성사업｣ 운영
    • 기업지원제도 + 타 대학과 단위학점 상호교환이수제도 운영   

취업활동
지원

□ 케리어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캐리어교육 시행 (진로적성 및 업무능력 향상)
   • 캐리어교육 프로그램(15회, 진로적성 발굴 + 자발적인 취업관 형성 )
   • 취업지원 프로그램(15회, 취업기초 가이던스 + 5개 업계인재양성강좌)
 

□ 자격취득 프로그램 (전공 취업능력 향상)
   • 학부별 취득 가능한 자격 공시하고, 1학년 때 취업대책과목 운영
   • 4개 분야 24개 프로그램 운영 (학외추천강좌도 있음)
   • 자격취득지원제도로 ｢학장공로상｣ 운영
 

□ 본격적인 잡-매칭 활동 추진
   • 대학차원의 취업주간 운영, 학내합동기업설명회 개최
     - 채용실적이 높은 기업 약80사를 학내에 유치, 잡-매칭 실시
   • 학부 케리어어피스
     - 각 학부에 상당담당자를 설치하고, 연간 6,000회를 넘는 취업상담
     - 매년,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방문해, 한신 간의 기업 채용정보 수집
     - 구인검색나비를 활용: 아르바이트연계, 인턴쉽, 구인접수NAVI

조정과 개선

□ 교육지원센터에서 FD(Faculty Development) 부회 설치 운영
   • 각 학부 FD부회에서, 현장학습 및 합동필드워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매년 그 성과 및 결과를 모니터링해 조정･개선해 나감
 

□ 교수회에 5개의 부회를 설치 운영
   • 전교원이 어느 한쪽의 부회에 속해,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
   • 각 교수는 졸업연구회담당, 학부이벤트담당, 학부홈페이지당당 등을 맡아
    학생들과 함께 학부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감 

자료: 阪南大学 HP, 阪南大学(2013), 阪南大学(2015/2016/2017), 和泉研究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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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적성을 통해 명확한 취업관이 형성되고, 또한 취업을 위한 기초적

인 소양이 형성되면, 4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인 잡-매칭이 추진된다. 잡–매칭 은 2가지 형태

로 추진된다. 하나는 각 학부에 있는 캐리어어피스를 통해 상시적인 진로상담과 기업정보제

공 등을 통해 수시적인 잡-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서 취업주간을 

정해, 기업과의 본격적인 잡-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취업주간에는 대학에서 기업

을 학내로 유치해, 2일 간 학내합동기업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잡 매칭이 추진된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상담 및 잡-매칭의 결과는 각 학부의 캐리어어피스를 통해 집계되고 공표되는 

체계다.

한편 한난대학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케리어능력을 강화하고, 잡-매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자격취득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형태로 개설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난대학에서는 24개의 자격취득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격취

득지원제도인 ｢학장공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난대학의 취업지원활동은 학생을 가르쳐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다이렉트한 구조가 아니

라, 체계적인 캐리어교육을 통해 확실한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잡-매칭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4.2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관광전문인력 양성체계

4.2.1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체계

와카야마대학은 와카야마현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대학이다. 설립당시

에는 교육학과 경제학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에 있으나, 지역적 사명에 따라 관련 학부가 

연차적으로 도입되면서, 현재는 교육학부, 경제학부, 시스템공학부, 관광학부가 설치･운영되

고 있다. 관광학의 모체가 되는 관광학과는 설립당시 경제학부 속에 있었지만, 2008년 관광학

부가 설치됨에 따라 단독 학부로 발전했고, 또한 2016년에는 학부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와카야마대학의 관광학부는, ｢지역창생을 견인하는 인재의 육성｣이라는 와카야마대학의 

교육이념과, ｢지역 창생을 도모하는  관광학의 연구거점을 형성한다.｣는 대학차원의 특수한 

목적을 통해 설립된 학부다. 따라서 학부의 역할 및 기능을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재생의 

Key가 되는 관광산업의 엑기스파토(expert: 전문가, 달인)｣로 설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표7>는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교육목표와 방침 등을 토대로,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추진체계를 정리해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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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교육의 목표 및 추진체계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에서도 관광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인재상이 학부교육의 목표 등

에 명확히 설정되고 있고, 또한 그를 실행해 나가는 형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관광학부에서는 교육이념 및 목표를 ｢포괄적인 대응력과 온사이드 창조적 실천력을 갖춘 

관광엑기스파토의 육성｣으로 설정해, 그 인재상의 색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념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학부운영의 세부실행방침을 ｢3개의 학문영역과 2개의 필드

워크를 통해, 하이레벨의 국제적 학제적 시점을 갖는 창조적 관광인재 육성｣으로 정해, 그 

형태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즉, 전공을 관광경영, 관광재생, 관광문화의 3가지 분야로 설정하

고, 이러한 3가지 학문영역에 글로벌(영어교육)과 현장(실천형 교육)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서, 
국제성과 학제성을 갖는 창조적 관광인재, 포괄적 대응력과 온사이트에서 창조적 실천력을 

갖는 관광에키스토파를 육성해 나가는 체계다(교원인터뷰조사를 통해 확인). 정리하면,  와카

야마대학 관광학부에서 추진하는 관광전문인력이란 ｢포괄적인 대응력과 온사이드에서 창조

적 실천력을 갖춘 관광엑기스파토｣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관광전문인력은 ｢3개의 전문영역

과 2개의 필드워크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육성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학부에서는, 이러한 교육목표와 운영방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Admission Policy, Curriculum Policy, Dipoloma Policy이라는 학부운영의 세부원칙을 정해 운영

해 나가고 있다.

        <표7>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체계

구분 내용

대
학

설립목적
사명

학술문화의 중심, 사회에 기여하는 유위한 인재의 육성
지역창생을 이끌어가는 인재의 육성

기본목표

지역 학술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과 융합｣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연구를 추진하고, 

지역창생을 견인하는 인재를 육성함

• 【교육】 : 생략
• 【연구】 : 생략
• 【지역사회와의 연계】 : 생략

구성∙편제

교육학부(1875) 경제학부(1922) 시스템공학부(1995) 관광학부(2008)

교육학과 경제학과 시스템공학과 관광학과

• 지역이노베이션 기구 : 지역활성화종합센터, 산학연계이노베이션센터, 각종 사테라이트
• 연구글로벌 추진기구 : 국제관광학연구센터, 연구프로젝트 추진어피스
• 기타 교육관련  기구 : 교양의 숲 센터, 지역연계생애학습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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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和歌山大学 HP, 和歌山大学(2016/2017), 和歌山大学観光学部(2017)

(2) 학부의 구성 및 학문의 실행체계

학부의 구성과 학문의 실행체계도, 한난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문단위로 상당히 집중화되고 

있고 또한 전문화되고 있다. 학부는 하나의 학과로만 구성되고 있고, 대신 학부에서는 학부교

육을 지원하는 많은 시설 및 조직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학
부

설립목적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재생의 KEY가 되는 관광산업의 엑기스파토

교육목표 포괄적 대응력과 온사이트에서의 창조적 실천력을 겸비한 관광엑기스파토의 육성

학부운영
세부

실행방침
(교육목적)

하이레벨의 국제적 학제적 시점을 갖는 창조적 관광인재 육성
① 관광학을 구성하는 3분야의 횡단면적인 교육을 통해 관광학의 전체를 이해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육성 
② 글로벌 영어교육과, 지역과 밀착한 현장 실천형 교육을 통해, 포괄적인 대응력과 

창조적 실천력을 갖는 관광에키스토파 육성

관광경영, 관광재생, 관광문화
------------------------------------------------------------
　글로벌 (영어교육)　＋　현장(실천형 교육)　

학부편제
지원시설

관광경영
Executive

관광재생
Planner

관광문화
Creator

관광관련산업에서
리더가 되는
인재를 육성

관광에 정통하면서
지역재생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관광을 요구하는 마음, 
관광으로부터 발생되는 
교류, 관광을 문화로 
풀어가는 인재를 육성

관광실천교육서포트어피스,  관광학부 캐리어지원실, 관광디지털 돔시에터

학부운영
세부

실행원칙
(3개 방침)

• Admission Policy(입학자 수용방침)

• Curriculum Policy(교육과정 편성 및 실행 방침)
  1. 복잡 또한 중층적인 관광현상을 학제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관광경영･지역재생･관광문화라고 하는 3가지 코스를 설치하고, 다영역에 걸친
코스과목을 이수시킴

  2. 이론적, 실천적으로 관광에 대하여 구현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프로젝트연습과 
각종 연습, 그리고 전문연습과 졸업논문을 설치하고, 이론과 실천을 함께 키우는 
소수교육을 전 학년을 통하여 실시함

  3. 국제적 시좌에 기초해 관광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제과목과 함께,
전문교육과목을 영어로 100%로 이수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국제적인 사고 ･언어에 기초해 관광교육을 행함 

  4. 지역진흥에 자하는 관광을 통한 창조를 행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관광프로
듀서과목과 각종 실천적 연습을 설치하고, 학술적 시좌에 기초한 창조활동을
실천시킴

• Diploma Policy(학위수여 방침)
  1. 관광을 학제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관광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3. 관광을 국제적 시좌에 기초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관광을 통하여 지역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학부특색
  1. 다양한 영역으로 어프로치 하는 관광학
  2. 실천력을 배양하는 ｢현장｣에서의 배움
  3.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이레벨의 관광인재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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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대학차원에서 관광학에 대한 연구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학부에서는 지역창생을 이끌

어가는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한난대학에 비해, 지역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이 

크게 발달해 있다.
또한 학문의 실행체계도,  학문은 ｢관광학｣으로 단일화 되고 있으나, 이러한 학문의 내용은 

3가지 전공영역과 2가지 특성화된 특화영역(글로벌, 현장)을 통해 상당히 전문화･실용화 되고 

있다. 이들의 효과적인 결합을 통해 포괄적 대응력과 온사이트에서의 창조적 실천력을 겸비한 

관광엑기스파토가 육성되고, 국제적 교섭능력과 학제적 융합성･전문성을 갖는 창조적인 관광

인재가 육성되는 체계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러한 3가지 전문영역과 2가지 특화된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기 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전공을 교차학습하며, 관광학

이란 전체를 이해하면서 전공실무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된다. 단지, 전공영역은 당초 2가지 

영역(관광산업, 지역재생)이었으나, 2016년 학부 개편에 있어서 전공을 3가지 영역(관광산업, 
지역재생, 관광문화)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입국을 추진하는 국가정책과 관광산업의 

새로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난다(교원 인터뷰로 확인).

4.2.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체계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편성 및 실행방침

(Curriculum Policy)｣을 토대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표8>은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교육과

정 편성지침 등을 통해 작성된 커리큘럽-맵과 현재의 커리큘럼 운영실태를 토대로, 교육과정

의 편성과 그 운영체계를 정리해 나타낸 것이다.

(1) 【종축】 학문의 심화과정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도 학문은 3가지 전공영역(관광경영, 지역재생, 관광문화)을 통해 

학년별로 점차 심화되고 있고, 또한 4학년의 경우는 수업보다는 졸업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단지,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에서는 학문의 전문성이나 융합성 못지않게 국제화 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수업을 영어로 배우는 영어강좌나 해외실무를 

배우는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격상시켜, ｢글로벌 프로그램(GP) 수료｣를 인정하는 제도가 운영

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즉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도 기본적으로는 한난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문은 3가지 전공영역

을 통해 심화되고 졸업논문을 통해 완성되는 것에 있으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GP(Global Program)의 수료 인증이 추가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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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체계

전공연습 관광교육

4년　

졸업논문
졸업논문

Dissertation

 Corporate Internship

。

 Global Learning Activity

글로벌 프로그램(GP) 수료

관광경영 관광재생 관광문화

３년　

전문연습
전문연습 

ⅠⅡ

Global 
Seminar ⅠⅡ

관광과 브랜드
관광과 경관보전, 관광과 삼림

관광과 의사결정
관광과 의료, 관광과 우주 등

응용과목
Community Based Tourism

Tourism and Diversity
Heritage Tourism

Sport Tourism
Global Learning Advanced etc 

２년

프로젝트
자주연습

Self-directed 
Project

프로젝트
연습

Activity for 
Project

관광경영론
관광마케팅론
관광전략론
관광인재론
여행산업론 등
코스과목
Tourism Management
Tourism Marketing
Substantiality and 
Management
etc.

지역재생론
관광지역만들기론
중산간지역재생론
관광지형성론
관광지메니지먼트론 등

T Management
T & Local Community
T & Landscape
etc.

관광문화론
관광표현론
관광과 마음
관광과 사회
관광메디아론  등

Cultural Studies for 
Tourism
Traveling Cultures and 
Communication 
Tourism and Culture
etc.

1년

기초연습･정보기초연습

기초자주연습
일본문화연습

Japanese Culture

관
광
학
부
 인
턴
쉽

실천과목
프로듀스과목

등

국제과목
국제관광론/국제이동

론
세계관광지론 등

선택과목
일본관광사정/관광조

사법
관광관련법규/관광행

동론

관광학개론

자료: 和歌山大学 HP(curriculum2017), 和歌山大学(2016/2017), 和歌山大学観光学部(2017)

(2) 【횡축】 교육의 추진형태

와카야마대학도 ｢전문연습(전공제미 SEMINAR)｣라는 것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관광학부의 전공교육은, 한난대학과 마찬가지로, 이론(｢관광교육｣)과 실습(프로젝트 연습,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연구실 차원에서 지도해 나가는 전공제미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는 체계라 볼 수 있다.

단지 여기에는 2가지 특성이 발견된다. 하나는 ｢관광교육｣파트에서, 국내외 관광실무와 

현상을 배우는 ｢실천과목｣과 ｢국제과목｣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공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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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에 있어서, 실습에 해당하는 실무형 교육(프로젝트연습과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이 

상호 연대하여 크게 발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이 정식 전공과

목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프로젝트연습과 함께 ｢전공연습｣으로 묶여, 1학년부터 연속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중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관광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3가지 전문영역을 기축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광교육, 현장에서 배우는 실천교

육,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포괄적인 대응력과 창조적 실천력을 갖는 관광인재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2.3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

<표9>는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지원제도 중, 관광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특별한 지원

제도 및 활동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제도는 한난대학과 

마찬가지로, 크게 특성적인 교육지원활동과 취업지원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 및 연구활동 지원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에서는, 한난대학과 마찬가지로, 커리큘럼 맵과 지도교수제를 통해 

자주적인 학습 및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단지, 한난대학은 지도교수제를 통해 연구

실 단위의 지도와 현장학습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와카야마대학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수교

육을 전제로 제미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에서는 ｢인재육성모델과 진로｣라는 인재육성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각 전공

별로 어떠한 직종이 있고 취업이 가능한지, 또한 취득가능한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구체화시켜 지원해 나가고 있다.  

(2) 특성적인 교육활동(현장학습) 지원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에서는 현장학습을 지원해 가는 LIP, GIP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LIP(Local Internship Program)은 “지역이 품고 있는 과제를 주민과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을 갖고 추진되는 지역연계형 인턴쉽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지역을 단순히 체험하거나 직무능력만을 높이는 일반적인 인턴쉽과는 다르다. 관광학

부에서는 현재 20개 기관과 협정을 맺고 다양한 실천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00명 이상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和歌山大学観光学部, 

2017). 또한 최근에는 개인이나 기관 적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케리어교육과도 

연계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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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

구분 내용

자주적인 학습 
및 연구
활동지원

□ ｢인재육성모델과 진로｣ , 커리큘럼 맵 운영
□ 소수교육에 따른 충실한 서포트(교원대비 학생 1:4.4) + 지도교수제 운영
□ 교육서포터시스템 운영(교원양성을 위한 밀착형 교육실습 체험학습)

현장학습
활동지원

□ 현장을 통한 제네릭스킬 형성
   • 다양한 ｢실천형 교육프로그램(관광프로듀스과목･관광프로젝트연습)｣을

통해, 현장에서 배움을 통한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 육성 
   • 관광콘텐츠와 이벤트 추진과정 기초를 배우는 ｢프로듀스과목｣과 일본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일본문화연습｣을 통해 표현력과 창조력을 배양
 

□ LIP(Local Internship Program) 운영
   • 지역이 품고 있는 과제를 주민과 함께 발견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 
   • 약20개 기관과 협정을 맺고 운영 (참가자 2008년 42명→ 2016년 227명)
   • 관광학부 교원의 지역연계형 사업 참여 및 연구실적 29건(2011-2015)
 

□ GIP(Global Internship Program) 운영
   • 새로운 세계를 발굴･체험함 + 전문과목을 영어로 이수 가능함
   • 6대학과 협정을 맺고, 2-4주 홈-스테이형 GIP를 정기적으로 운영
    (2008년도부터 2016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수는 168명)
 

□ 관광실천교육서포트 어피스 운영
   • 관광교육, 지역과 타 대학과의 연계, LIP에 관한 자료수집 제공
   • 계획, 실시, 광보에 있어서, 교직원 학생 및 공동연구자 서포트
   • 관광학부와 관련기업 및 자치단체 등을 연결하는 창구기능
   • LIP 전문조교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및 성과관리, 업무개선 지원 
 

□ 국제관광학연구센터 운영(세계의 관광교육기관과의 연계)
   • 공개세미나, 교육실천에 따른 지역활성화사업 포럼
   • 와카야마대학관광학회 창설 운영, 과목이수생･연구생제도 운영

취업활동
지원

□ 케리어센터에 의한 체계적인 케리어교욱
   • 취업가이던스 (10회)
   • 사업과 일 연구세미나(1일 4개 기업, 22일간 88개 기업)
   • 자격취득프로그램 운영, 인턴쉽 가이던스 (8회)
 

□ 대학케리어센터, 학부케리어를 통한 본격적인 취업지원
   • 취업주간 운영 : 본격적인 잡 매칭(학내기업설명회 7일간 245개 기업)
   • 구인검색 NAVI
   • 관광학부 케리어지원실 운영 (상시적인 진로상담, 정보제공, 잡-매칭)
 

  ※ 문부과학성: 산업계 니즈에 대응한 교육개선･충실본제정비사업 채택
　　            (LIP 본제정비를 통한 케리어교육 충실)

자료 : 和歌山大学(2016), 和歌山大学観光学部(2015/2016/2017), 和歌山大学キャリアセンター(2017)

GIP(Global Internship Program)는 국제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해외인턴쉽프로그램이

다. “새로운 세계를 발굴･체험한다.”는 독특한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계 6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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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맺고, 2-4주간 머물며 체험하는 홈-스테이형 GIP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약2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和歌山大学観光学部, 2016/2017).

이들 인턴쉽은 ｢관광실천교육서포트어피스｣란 별도의 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운영

되고 있다. 이 기구는 관광학부 부속기관으로서 LIP에 관한 자료수집과 정보제공, 학부와 

관련기업 및 자치단체 등을 연결하는 창구기능을 담당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턴쉽 

활동에 대한 성과 및 문제를 체크해 업무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학에는 ｢국제관광학연구센터｣라는 것이 있어 국내외 관광교육기관과의 연계,  교육실천에 

따른 지역활성화 포럼 등을 개최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와카야마대학관광학회｣라는 것을 

창설해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가 지역연계와 관련한 모델학과로 소개되고, UNWTO의 ｢Ted Qual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러한 지역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에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체계적인 취업지원 활동

취업 분야에서 보면, 와카야마대학도, 한난대학과 마찬가지로, 캐리어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을 일체화시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특성이 발견된다. 

케리어교육은 ｢취업가이던스｣, ｢사업과 일 연구세미나｣, ｢자격취득프로그램｣, ｢인턴쉽 가

이드던스｣라는 5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케리어교육은 임의적으로 편성되거나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한난대학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목표를 갖고 매우 단계적

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중 ｢인턴쉽 가이드던스｣의 경우는  케리어교육과 

지역 및 해외연계 학습이 상호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LIP와 GIP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성을 찾고 취업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 갖추어지면,  4학년에서는 

본격적인 잡-매칭이 이루어진다. 한난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부케리어지원실에서는 평소 상시

적인 진로상담과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잡 매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취업주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고, 이 취업주간에는 학내에 많은 기업을 직접 

유치해 본격적인 잡-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은, 특성화된 교육활동과 체계적인 취업활동(케리어교육

과 연계된 본격적인 잡-매칭)을 중심으로, 상당히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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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결과 및 고찰

4.3.1 관광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나타나는 3가지 공통적인 특성

(1)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체계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은, 학부의 교육목표 및 

방침 등에 의해,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명확한 인재상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재상이 추진되는 형태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전문인력이 어떠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인지 학부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통해 그 색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또한 

그것이 어떠한 체계를 통해 만들어지고 집행될 것인가를, 학과운영의 세부적인 방침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기반과 추진체계는 학문단위로 상당히 집중화되고 있고 또한 전문화되고 

있다. 우선 학부의 구성을 보면, 학부는 하나의 학과나 학문단위(국제관광학 또는 관광학)로  

상당히 집중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지원해가는 시설과 지원조직 등은 크게 발달해 있다. 

한편 학문은 관광산업에 대응해 전공영역이 형성되면서 학문의 전문성(또는 융합성)이 확보

되고, 특화된 분야에 대한 실무능력이 강조되면서 학문은 실용성이나 현장 적용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광전문인력이란 이러한 2분야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전체적인 체계는 종합성과 전문성, 그리고 특성적인 분야의 실천능력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진체계는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될 뿐만 아니라, 학부교육의 

특성을 명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표4>와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대학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와 형태를, 학부교육의 특성으로 정리해, 홍보해 나가고 있다.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체계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성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 단순한 교과과정 개발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에서 설정한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고, 학문을 심화시키는 과정(종축)과 학문을 학습하는 형태(횡축)가 

각각의 특성을 가지며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 대학 모두,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으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강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양 대학 모두 교육목표와 커리큘럼 폴리시라는 명확한 

목표와 기본원칙을 통해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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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실절적인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2가지 특성이 관찰된다. 하나는 학년의 상승을 

통해 형성되는 학문의 심화과정이 전공계열을 통해 심화되고 있고, 이들이 졸업논문이나 

일정의 자격을 통해 완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계열은 전공의 깊이를 체계적

으로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적인 융합의 기준이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3가지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들을 횡단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관광학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

면서, 전공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졸업논문이나 별도의 인증자격을 

설정하여 이를 통해 관광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 체계에 있다.  

한편 교육의 추진형태는 통상 이론과 실습이 있어 이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

만, 양 대학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이 명확한 전공영역으로 확보되고 있고, 전공제미라

는 것이 교육과정의 하나로 명확히 위치되어 있어 연구실 단위의 지도와 현장학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즉, 이론과 실습, 그리고 이를 연계 강화하는 제미라는 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 체계적인 지도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이 각 대학의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

는 교육의 근간이 되고, 학문의 특성이나 경쟁력이 발생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3)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특성은,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

는 특별한 지원제도가, 특화된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매우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취업지

원활동이 케리어교육을 통해 매우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는, 양 대학 모두,  크게 특별한 교육활동이

나 취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을 위한 지원제도는 주로 

특화된 교육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한난대학의 경우는 연구실단위의 제미활동과 실습 활동에 

대해 매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연구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연구지원활동

에 이 매우 특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와카야마대학의 경우는 지역연계와 국제성이 

크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LIP, GIP라는 인턴쉽제도에 대한 지원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위한 지원조직과 연계프로그램이 발달해 있다. 모두 특화된 교육 및 인재육성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성으로 나타난다.

한편, 취업과 관련한 지원활동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임의적인 형태로 진로나 취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캐리어교육을 통해 매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케리어교육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며, 

자기 적성을 발견하고, 원하는 직종을 찾고, 그에 맞는 케리어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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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케리어교육과 관리를 통해 진로에 대한 일정의 방향과 취업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 

지면, 4학년 때 부터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 취업활동은 학부단위에서 캐리어 지원

센터가 있어 상시적인 진도지도와 잡-매칭이 이루어지고, 대학차원에서는 취업주간을 정해 

각 기업이 대학을 찾아 대규모적인 잡-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성으로 나타난다. 

        <표10> 관광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 

1단계

Set-Up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체계

학부교육의 기본적인 체계는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에 명확히 대응하고 있음 

A. 【학부의 교육목표와 이념】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명확한 인재상 설정 

B. 【학부의 세부추진방침】 인재상을 실행해 나가는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 

학부는 하나의 학과 또는 학문단위로 구성
 +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시설과 지원조직 등이 크게 발달

학문은 종합성과 전문성, 그리고 특성화된 분야의 실천능력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

A. 관광산업에 대응해 3가지 전공영역이 설정 → 전문성 확보

B. 특화된 분야의 실용능력이 강조 → 실용성, 현장 적응능력 확대

2단계

Action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체계

학부의 교육목표와 커리큘럽에 관한 세부방침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학문의 심화과정과 학습의 추진형태가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학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해 내는 체계

① 【종축】 학문의 심화 : 전공계열을 통한 심화하고, 졸업논문 및 인증을 통해 완성

② 【횡축】 학습의 유형 : 이론과 실습, 그리고 제미가 유기적으로 결합 

3단계

Support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체계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음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 및 연구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특성적인 교육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

(자주적인 학습활동 지원, 특수 분야의 필드학습연구활동 지원 + 모니터링 등)

케어리교육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잡-매칭이 이루어지는 체계적 취업활동 지원

(케리어교육을 통한 적성･기업에 필요한 소양개발, 자격증, 본격적인 잡-매칭)

4.3.2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이상 조사된 2개 대학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간단한 도식으로 나타내면 <표10>과 

같다. 이를 보면, 3가지 요소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원칙을 갖고 매우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양 대학이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평판이 높고, 또한 취업결정력이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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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이러한 3가지 요소에 의해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11>과 <표12>는 이러한 3가지 요소가, 각 대학에서 목표로 하는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

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또한 그 성과를 높이는데 무엇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11> 목표로 하는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내용

IZU ENO LEE KOB HIR
문화자원
활용

지역개발
계획

여행업
실무

여행
비즈니스

여행
산업

체크

① 학부교육의 명확한 목표와 추진방침 ○ ○ ○ ○ ○

②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편성과 운영 ○ ○ ○ ○ ○

③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 ○ ○ ○ ○ ○

④ 그 외 (있는 경우) - - - - -

멘트
기입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 

관광이 갖고 있는 종합성을 효과적으로 발휘

전체적인 체계

무엇보다 실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표12> 각 항목 및 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

내용
IZU ENO LEE KOB HIR

문화자원
활용

지역개발
계획

여행업
실무

여행
비즈니스

여행
산업

전체
항목

① 학부교육의 명확한 목표와 추진방침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편성과 운영(비교 기준) - - - - -

③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 ② = ② = ② = ② = ② =

전공
분야

Ⓐ 전공강의 (비교 기준) - - - - -

Ⓑ 전공실습 Ⓐ ≦ Ⓐ = Ⓐ = Ⓐ = Ⓐ =

Ⓒ 전공제미 Ⓐ << Ⓐ < Ⓐ < Ⓐ < Ⓐ ≦

우선, 해당학부에서 목표로 하는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성과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표 11),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서, 이러한 3가지 요소는 모두 학부 또는 학과의 사회적 평판, 취업결정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체크되었다. 이 3가지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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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별적인 의견에 있어서는,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① 무엇보다 이론

과 실천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2명), ② 관광이 갖고 있는 종합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고(1명), ③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성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다. 
한편, 각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체크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체계｣를 기준

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체크해 받았다. ①학부교육의 목표와 추진방침과 ③ 관광

전문인력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거의 대등한 정도의 중요

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공분야에 대한 세부 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체크하기 

위해, ｢전공강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체크해 받았다. 그 결과, 
전공실습은 전공강의와 거의 같거나 다소 큰 비중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제

미의 중요도는 전공강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표12).
이상을 통해 보면, 이러한 3가지 요소는,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해 가는 중요한 체계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전공영역에서서 전공이론이나 실습보다 전공제미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질적인 전공교육에 있어서 연구실단위의 제미교육이 갖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난대학 국제관광학부의 KOB 교수와 와카야마대학 관광학부의 HIR 교수를 대상으로, 

관광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나타나는 이와 같은 2대학의 특성을 전국대학과 비교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대학 전공교육에 있어서 학과의 폴리시를 설정해 운영하거나, 학문의 계열

을 설정하거나, 또한 연구실단위의 제미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사된 2대학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문부과학성의 권장지침으로 내려와, 

이를 적용하는 대학도 증가하는 추세라 한다. 단지, 이를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가, 

또한 얼마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진지하게 접근하는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3.3 국내에서 관광전문인력의 양성과 학문의 체계성에 대한 고찰

이상에서 보면,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에서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① 학부 

단위에서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명확한 인재상을 밝히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시화 시키는 것, ② 교육과정은 이러한 학부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통해 

편성･운영하되, ｢학문의 심화과정｣과 ｢학습의 유형｣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집행체계를 명확히 설정해 추진해 가는 것, ③ 그리고 이러한 인재육성 

체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취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특성적인 교육활동과, 취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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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질적인 지원(케리어교육과 연계한 체계적인 잡-매칭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요소의 체계적인 형성과 실질적이고 상호적인 기능에 의해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질과 효과가 결정된다 할 수 있다. 또한 조사된 2개 대학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학문의 특성화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교육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학의 경쟁력과 학문의 특성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육성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 국내 대학과의 차이

국내 대학교육에 있어서 학과의 교육목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커리큘럼에 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러한 노력이 분산되어 있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13>은 국내 2개 대학을 조사해, 이번  조사된 일본의 2개 대학과 그의 개괄적인 

현상을 비교한 것이다. 조사된 일본의 2개 대학을 통해 보면, 국내대학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학문의 목표나 교육방법이, 교육이나 커리큘럼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해 가는 인재육성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부 및 학과에서 이러한 명확한 목표와 세부적인 방침을 갖고, 

인재육성에 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며, 적극 추진･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의 성과라

는 것은 항상 구체적인 목표와 방침에 근거하는 것에 있다. 관광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표와 방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재확인 된다. 

한편, 국내의 경우, 대학과 학부 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애매하고, 또한 대학교육 혁신 

및 관광산업 정책 자체가 너무 지표 위주의 포괄적인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다.  학부나 

학과단위에서 관광전문인력 양성이 상대적으로 체계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에는, 이러한 

외적인 요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학문의 전문성과 복합성

한편, 관광은 다양한 분야의 조합과 융합에 의해 형성되는 것에 있어서, 학문의 전문성과 

복합성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조사된 2개 대학을 사례로 보면, 이러한  

문제는 관광학을 구성하는 3개의 영역에 의해 간단히 해결되고 있다. 즉,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영역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이들을 전공영역으로 설정해, 이들의 융합을 통해 관광학의 전체를 

이해하고, 또한 3가지 영역의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학문의 전문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문의 구성은, 대학마다 인재육성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화 영역이 달리 



290 日本近代學硏究……第 58 輯

적용되는 것에 있으나, 이들 특성화 영역은 주로 실무적인 실천능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

하고 있다. 따라서 3가지의 전공영역은 다시, 이러한 특성적인 실무능력과 결합되면서, 특화된 

분야의 전문성과 실행능력을 높여 나가는 체계에 있다. 따라서 관광의 전문성과 복합성이라는 

것은, 관광학이라는 중심학문과 그를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 시키는 전문영역의 조합에 의해

서 형성되는 것에 있고, 이러한 전문영역 또는 전문인력의 질은 그의 특화적 분야의 실무능력 

등을 통해 형성되는 체계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재육성을 위한 학문의 오퍼레이

션 체계는, 전공영역과 실무영역의 효과적인 결합에 의해 탄생한다고 볼 수 있다. 

<표13> 국내 대학과의 비교

구분
韓國

(국내의 유명 2대학 관광학과: 서울, 지방)
日本

(조사된 일본의 2대학 관광학부)

교육목표
설정운영

 ∙ 명확한 교육목표가 제시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인재상을 토대로 명확한 교육목표가 제시
 

 ∙ 교육목표 달성(관광전문인력 양성) 위한
  체계 확보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문의 연계성 및 학년별 심화과정을
  토대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편성 운영

 
 

 ∙ 다양한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복수전공도 
  병행하고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추진)

 
 

 ∙ 졸업자격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음
  (주로 자격기준 표에 의해 체크)

 ∙ 교육목표와 추진원칙에 따라. 학년별 심화
  과정을 종축으로, 전문영역을 횡축으로 
  특성 있게 편성 운영

 

 ∙ 3가지 전문영역을 주축으로 전공을 심화하고, 
  각 계열에서 필요한 과목을 찾아가며
  자유롭게 선택. 학문의 전문성과 종합성 확보 
  (이론+현장학습+연구실지도 완-세트로 운영)

 

 ∙ 졸업논문심사를 통해 명확히 판정
  (논문발표를 통한 졸업사정회 실행)  

특별한
지원제도

 ∙ 관광프로젝트실무, 관광캡스톤디자인 추진
  (정해진 지원센터가 없고, 주로 교수 역량
  에 따른 임의적인 실습이 많음)
  (지원체계나 모니터링 대체로 부족)

 

 ∙ 학과교육의 핵심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약함

 ∙ ZEMI활동과 연계한 현장실습, LIP
  (교육활동 및 추진체계를 미리 알리고,
  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으로 지원)
  (지원센터를 통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학과교육의 핵심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매우 충실히 가동되고 있음

 ∙ 적성검사, 지도교수면담, 취업교육, 실전
  취업면담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 학교지원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잡-매칭 추진

 

** 대학과 학과간의 역할 및 코웤이 모호함

 ∙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캐리어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능력 개발
 ∙ 자격프로그램 본격가동 및 지원
 ∙ 학내 기업유치 등을 통한 본격적인 JOB 매칭
  (취업주간 기간)

 

** 대학과 학부간의 코웤이 발달 

기타

교육
정책

 ∙ 교육정책이 주로 대학 차원의 평가 및 지원
  사업 위주로 되어 있음 

 ∙ 교육정책의 평가 및 지원체계가 대학은 물론 
  학생활동사업에 까지 미치고 있음  

관광
정책

 ∙ 관광인재양성과 관련한 지표가 있으나
  추진형태는 대체로 추상적임 

 ∙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제도 발달
  모델학과 육성, 커리큘럼 발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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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학부 및 학과단위의 대학교육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최근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의 2개 대학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한 것에 있다.

1. 조사 결과,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① 교육의 설정단계에 있어서 관광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명확한 인재상과 함께, 그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 또한 이를 집행해 나가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학문의 

심화과정｣과 ｢학습의 유형｣이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갖고 상호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집행체계를 명확히 설정해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그리고 이러한 인재육성 체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취업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추진하는 특성화된 교육활동과, 체계적인 취업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케리어교육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잡-매칭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조사된 2개 대학에서 보면, 이러한 3가지 요소의 명확한 설정과 결합은 관광전문인

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학문의 특성이 되고 학과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으

로 나타난다.

3. 따라서 국내 대학교육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추진과정

에 있어서는, 학부교육의 목표와 교육방침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 하기보다는, 관광전

문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그 목표와 방침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의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관광산업에 대응해 전공을 계열화하고, 대학과 학과간의 명확

한 역할분담을 통해 특화된 분야의 실무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지원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학부나 학과단위의 대학교육에서 관광전문인력을 어떠한 체계로 양성해 나갈 

것인가를, 일본의 2개 대학을 사례로 밝힌 연구다. 지금까지 연구와는 달리,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체계를 학부 및 학과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그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제시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략적인 요건만을 검토한 것에 

있고, 또한 지면 등의 제약으로 인해, 그의 구체적인 실행체계나 성과 등은 명확히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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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이러한 것은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이자, 금후의 연구 과제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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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 대학교육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의 양성과 학문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박구원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최근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의 2개 대학을 사례를,  학부단위에서 관광전문인력이 어떠한 체계로 양성되는지 그 
추진특성을 밝히고, 국내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한 것에 있다.
연구결과, 2개 대학 모두,  학부의 교육목표와 방침 등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추진형태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갖고 
추진되데, ｢학문의 심화과정｣과 ｢학습의 유형｣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는 특성이 발견된
다. 즉 전공은 3가지 전공영역을 통해 심화되고, 학습은 특성화된 분야의 실습과  현상학습이 강화됨으로써, 학문의 종합성
과 전문성, 그리고 특성적인 실무능력이 함께 배양되는 체계다. 그리고 이들 2개 대학에서는, 이러한 특성화된 교육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케리어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잡-매칭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된 2개 대학에서 보면, 이러한 3가지 요소의 명확한 설정과 결합은 관광전문인
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학문의 특성이 되고 학과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내 대학교육에 있어서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3가지 요소(인재육성을 위한 명확한 

교육이념과 추진체계,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이러한 특성화된 교육과 취입인재
육성을 지원해 나가는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 Study on the Training of Tourism Professional Manpower and Systemicity of

Study Course in University Education

Park, Gu-Won

This is a fundamental study designed to figure out the method of training tourism professionals systematically in the university 
education. By looking into the cases of two Japanese universities recently distinguishing themselves in training tourism professionals, 
therefore, it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raining tourism professionals in the undergraduate level and review the basic 
requirements for training domestic tourism professional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both of the two universities have clear objectives to train tourism professionals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objectives and policies and systems to carry out them. Their curricula were based upon these objectives 
and principles and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ir intensive course of study and types of learning function organically with 
each other to achieve one objective. In other words, the major is deepened through three fields of major and learning intensified 
through specialized practices and field learning, which is to cultivate not only the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and expertise 
of learning but specific practical skills as well. Furthermore, these two universities are offering practical support in training 
professional personnel: intensive support for specialized educational activities and job matching through career educat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research on the two universities, the clear establishment and combination of the two objectives 
also leads to training of tourism professionals,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nd competitiveness of department.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these three objectives as basic requirements for training tourism professionals 
in the domestic university education: clear ideals and system for talent training,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ystematic curriculum 
based upon the principle, and practical support for specialized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progr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