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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1)>
(1) 싱가포르의 사회환경 및 교육환경2)

가. 사회환경
싱가포르 인구는 약554만 명(이 중 싱가포르인 및 영주자는 390만 명, 2015년 6월)이고, 면적은
약 719평방 킬로미터이다. 말레이어(국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치 체제는 입헌공화제를 선택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2,888달러로 통화단위는
싱가포르 달러다.3)

1) 본 내용은 2017 NYPI & ARACD 국제학술회의에서 Yin이 발표한 ‘Career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Singapore’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2) * Ministry of Education, Secondary School Education(https://www.moe.gov.sg_검색일=2016.7.29
** UNESCO,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ition, 2010/11_검색일=2011년5월.
**Australian Government, Country Education Profiles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ceplAsia-Pacific/Singapore/Pages/default.aspx_검색일=2016년7월4일)
이상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3) http://www.mofa.go.jp/mofaj/area/singapore/data.html_검색일=2016.11.28.,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표 1

싱가포르 사회환경 주요 지표

인구

면적

정치체제

언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도

통화단위

5,540,000

719㎢

입헌공화제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

52,888달러

싱가포르

싱가포르
달러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나. 교육환경
취학 전 교육은 3~5세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및 보육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의무 교육은
6~12세의 6년이다. 초등교육은 6세에 입학하며 6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초등교육은
기초 단계(제1~4학년)와 오리엔테이션 단계(제5~6학년)의 2단계로 나뉜다. 초등학교 수료 시에는
초등학교 수료 시험(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이 실시된다.
중등교육은 4~6년 동안 중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중등학교에서는 PSLE 결과를 토대로 고속
코스, 표준 코스로 나뉜다. 고속 코스는 수료 시에 GCE-O(Singapore-Cambridg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Ordinary)레벨 자격의 취득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표준 코스는 보통
교육 과정(아카데믹 과정)과 기술 교육 과정으로 나뉘며 수료 시에 GCE-N(Singapore-Cambridg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Normal)레벨 자격을 취득하면 계속해서 1년간 취학하여 GCE-O
레벨 자격의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등교육 단계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나아가
중등 후 교육으로 자리매김되는 주니어 컬리지/중앙 교육 학원(2~3년)에 진학하며 수료 시에
대학 입학 자격인 GCE-A(Singapore-Cambridg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레벨 자격시험을 본다.
직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폴리테크닉 및 기술 교육 학원(ITE) 등이 있으며 각각 GCE-O 레벨
자격이 입학 요건이다. 기술 교육 학원은 GCE-N 레벨 취득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기술 교육
학원에서는 ITE 전국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다. 폴리테크닉은 중등 후 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대학에서 담당한다. 대학에서는 분야별로 3~5년의 학사 과정, 1~3년의 석사 과정,
2년 이상의 박사 과정이 있다. 이 밖에 교육 디플로마(1~2년, 초등 교원), 학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졸업 디플로마(1년) 등이 있다. 폴리테크닉에서는 준 학위 레벨의 졸업 디플로마(3년)를
기본으로 하며 상급 디플로마 등의 취득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1980/1981년에 교육제도의 개혁이 있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의 학제는 이때 만들어졌다. 학제는 원칙적으로 6-4-2제이지만, 어떤 과정을 밟느냐에 따라서

수료연한이 다르다. 코스는 고정되지 않고 어디서든 변경이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5일제이며, 초등학교는 오전과 오후 2부제로 운영한다. 1년이 4학기로 나뉘며 사이사이에
단기와 장기의 방학이 있다. 연간 200일이 수업일로 정해져 있다. 싱가포르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언어교육이지만 영어 이외에 중국어(북경어), 말레이시아어, 타밀어 수업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싱가포르 사람들은 2개 국어 이상을 말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학교에는 PTA와 같은 PTC(Parents and Teachers Conference)가 설치되어 있다. 2011년 1월
현재 20개의 특별교육학교가 장애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어 있다.

【그림 1】 싱가포르의 교육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그림 2】 싱가포르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싱가포르의 교육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이중 언어교육이다. 이중언어주의(Bilingualism)는 싱가포르 교육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모든 학생들은 영어와 공식적인 모국어를 배운다. 학교에서는 주로 영어가
사용된다. 이중언어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동서양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글로벌한
감각을 길러준다. 이러한 강점은 학생들에게 개성있는 강점을 갖게 하며 자신들의 문화유산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맙게 여기도록 해줌으로써
글로벌화된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해 준다.
두번째는 폭넓고 총체적인 학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교육시스템은 교수학습에
있어서 강력한 기초를 유지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핵심역량과 심성(mindsets)을 갖춰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을 넘어 학생들은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음악, 예술,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들을
개발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학교생활의 일부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역량, 즉, 창의성, 자신감, 열정, 인내심 같은 자질, 즉,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애기술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다.
세번째 강점은 좋은 교사와 학교지도자이다. 교사들은 국가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IE)에서 종합적인 예비교사 연수를 받고 교육전문가로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얻는다.
네번째 강점은 ICT를 활용한 통합교육(Infused Curriculum)이다. ICT를 교과수업에 활용함으로
써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ICT 활용 통합교육은 학생들이 비판적인 역량을
갖추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에서 혁신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예산과
자원이 지원된다.
마지막 장점은 부모와의 파트너십이다. 싱가포르에서는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개입과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 협업하여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한다.

(2) 싱가포르의 진로교육 현황

가. 진로교육의 역사와 동향
1960년대 중반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싱가포르의 일부 중등학교는 커리어 매스터가
지도하는 커리어 클럽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부는 직업정보에 초점을 맞춘 지도조직(unit)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말부터 2000년대까지 교육부는 사목적 돌봄과 진로지도국(Pastoral

Care and Career Guidance Section)을 통해 진로지도를 활성화하였다. 국가교육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이 지난 40년간 PCCG(Pastoral Care and Career Guidance) 교사연수운영과
졸업장 수여업무를 수행해왔다.
1987년~1988년 사이 영국의 피터 랭과 안토니 와츠박사(Mr Peter Lang and Dr Anthony
Watts)가 교육부로부터 초청되어 PCCG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을 하였다. PCCG는 이때부터
싱가포르 교육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싱가포르 학교에 도입된 학교 전체적 접근(Whole
School Approach)은 사목적인 돌봄과 지도와 카운슬링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all-round
development)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교육부에 의해 진로교육자원 팩, 생애기술 팩, 비디오, CD 등 많은 자원들이
개발되었다. 핵심이 되는 자원은 미국 미주리의 노먼 기스버와 메리 헤프너와 그들의 협회에
의해 고안된 종합적인 지도와 카운슬링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젊은이들의 능력과 잠재력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교육 및 진로지도,
카운슬링과 사목적 돌봄이 모든 학교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진로발달 상황에
맞춘 계획이 싱가포르의 사회경제적 발달과 개인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보살핌은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미래를 위한 보살핌이기도 하다.
[그림 3]은 싱가포르 교육부의 교육 및 진로지도(educational and career guidance, ECG) 발달
모델이다.

【그림 3】 싱가포르의 ECG 교육 및 진로지도 모델
출처: http://www.moe.gov.sg/skillsfuture/, Yin, 2017에서 재인용

나. 교육, 훈련 그리고 경력발달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통합 시스템
스킬스퓨처 위원회(SkillsFuture Council)는 3개 위원회(Tripartite Council)로 구성되며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er, DPM)를 의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통합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모든 싱가포
르인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각자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을 신장시키며 생애학습의 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ASPIR(Applied Study in Polytechnics and ITE Review)와 CET(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Masterplan) 2020의 두 가지 계획을 기반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핵심사안들을
제언한다. 위원회는 모든 싱가포르인들을 대상으로 학습과정과 취업 전후에 대해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고용주와 훈련프로그
램 제공자, 그리고 노조와 개개인을 포함한다.

【그림 4】 싱가포르 교육, 훈련 그리고 경력개발을 위한 통합시스템(스킬스퓨처)
출처: Yin(2017). Career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Singapore.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개인이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위원회는 학교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직업 및 경력훈련 과정에서 개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려 한다. 청년들이 정부, 산업계와 기타 기관들 간의
협력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범위의 직업을 경험하고

다양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통합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청년들에
게 폭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새로운 영역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각 영역에 교육과 훈련 기관의 리더들이
참여한다.
셋째, 기술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경력개발과 고용주들의 인식을 촉진한다. 위원회는 고용주들
로 하여금 개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구조를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고용주와
노조 및 정부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각 영역에 지명하고자 한다.
넷째, 위원회는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습득한 개인의 기술과 성과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스킬스퓨처 위원회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애학습 위원회
(community-led Lifelong Learning Council)의 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문화를 조성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발전시킨다.

(가) 스킬스퓨처 크레딧
싱가포르시민들이 학습하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스킬스퓨처 크레딧을
만들려고 한다(초기 크레딧은 $500이다), 이를 모든 25세 이상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영역에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이외의 영역으로도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나) 향상된 인턴십
고등교육기관은 산업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경험과 작업장에서
구조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턴십 프로그램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새로운
산업계의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질 높은 교육 시스템과 훈련, 그리고
경력개발국가 스킬스퓨처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다. 기술교육과 일반 기술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성공적인 프로그램 사례

(가) 영화제작 경연
최근 Channel News Asia(CNA)의 영화제작 경연 프로그램인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세계(The
World Through My Eyes)’에 참가한 DMD, ITE College Central의 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다른 학교에서 참가한 팀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각 팀에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1분짜리 비디오 클립을 만드는 미션이 주어졌다. 3G 모바일 폰만을 사용하여 빨강, 노랑,
파랑 또는 초록을 주제로 제작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ITE 팀이 우승작으로 제출한 것은“Days
without Yellow”로서 노란색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한 10대 소녀의 이야기였다.
참가팀들이 개념도에서 최종 산출물까지 영화를 만드는 전체의 창의적인 과정은 CNA에
의하여 캡쳐되고 문서화되었다. 30분짜리 4가지 에피소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4주간
송출되었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3개 팀이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1분짜리 마지막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쟁작품의 미디어 공개는 굉장한 효과를
가져왔다. CNA가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켰다. 이 경연에서 우승한
ITE 팀은 대대적으로 공개됨으로써 부수적인 이득을 얻었다.

【그림 5】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세계(The World Through My Eyes) 홈페이지(홍콩)
출처: https://www.ite.edu.sg/kmweb/ktrivia/v10_01_ITEwinsFilmMaking/index.htm, Yin, 2017에서 재인용

(나) 교과유연화(SSB) 사례
2018년부터는 일반계열과 기술계열의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로 확장될 예정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2014년 이후 12개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계와 기술계 중등학교 학생 중 초등학교 졸업자격시험(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에서 영어, 수학, 과학, 싱가포르어 과목에서 적어도 A를 받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속성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계 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자격시험 기준과목에서 B나 C를 받거나 기초과목에서
1의 성적을 얻은 학생들은 인문계 학교에서 한 수준 높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것은
교과유연화(subject-based banding, SBB)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SSB는 2003년부터
이미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교과유연화로 직업계 학생들도 일반계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일반계 학생들은 Sec 4의 O-level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높은 수준의 과목을
3개 이수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는 데 제한이 없다.
SBB를 시행한 12개 학교의 약 50%의 Sec 1 N(일반계) 학생들과 약70%의 N(기술계) 학생들이
적어도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상위수준의 과목을 이수했다. 인원으로 따지면, N(일반계)
학생 400명과 N(기술계) 학생 300명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2014년에 상위수준 과목을 이수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첫번째 그룹 대부분이 2, 3학년에도 최소한 하나의 상위수준 수업을
수강했다. 그러나 일부 소수 학생들은 빠른 수업진도와 수업부담으로 지속하지 못했다.
학교와 교사를 돕기 위해 교육부는 더 많은 교사를 배치하였다. 교육자료 뿐아니라 교육과정과
네트워킹 세션이 교육부에 의해 조직되었고 교사들을 지도했다. 12개 학교의 하나인 CHIJ St
Theresa's Convent 학교장 Pauline Wong은 SBB가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계획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우리의 계획수립과정은 두 배가 더 걸린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학습그룹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교사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SBB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는다. 심지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상위수준의 과목을
철회해야 했던 학생들까지도 그렇다. 폴린 웡(Pauline Wong) 교장은“그들은 돌아가면 잘 해낼거
다. 그들은 기본기가 잘 갖춰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St Theresa's Convent 의 Sec 4 N(A) 15세 프리티카 새테왕(Pritika Satewan)는 PSLE 에서
C를 받았지만, 1학년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을 때 속성반에서 수학수업을 받을 것을 제안받았

다. 주니어 컬리지에 들어가길 원하는 프리티카는 상위수준 수업을 선택하는 것은 내년에
O레벨에 올라갔을 때 들어야 하는 수업의 양을 줄여준다고 말한다.“처음 상위 수학수업 수강
제안을 받았을 때, 실패할지도 몰라 걱정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잘 해냈다. “학생들이
처음에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예요.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림 6】 SBB 홈페이지(홍콩)
출처: http://www.straitstimes.com/singapore/education/scheme-allows-normal-stream-students-to-take
-subjects-at-higher-level, Yin, 2017에서 재인용

라. 생애학습과 진로발달을 위한 IT 응용의 미래
1980년애 Sim Wong Kooi 박사와 Esther Tan 박사는 당시 교육연구소 안에 연구팀을 꾸려서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컴퓨터 기반 상호작용 진로지도 소프트웨어(computer-aided interactive
career guidance software)를 개발했다. 이른바“ JOBS”(Job Orientation Backup System)이다.
JOBS floppy disk로부터 JOBS2 CD로 이전되는 동안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몇몇 15세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진로를 위한 웹기반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했다. 다름아닌 “OSCAR”이다.
The NIE OSCAR website는 2004년 9월에 오픈했다. 5년 뒤 교육부는 포탈사이트인 ‘ecareers.sg’
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교육노동센터가 개발했고 운영을 맡고 있다.
새로운 포털사이트는 OSCAR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해 거의 300명의 데이터를 모았다.
1990년대에 인력부 역시 진로카운셀링과 취업지원을 위한 웹기반 플랫폼을 사용했다. 2017년
2월 28일 한 명의 국회의원이 스킬스퓨처와 잡뱅크 포탈-개인 학습 포트폴리오(The Individual
Learning Portfolio, ILP)의 합병을 제안했다.4)

① ILP는 개인의 학습과 경력선택의 정보를 입력하는 원스톱 온라인 포털이다. 개인
들은 ILP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며 훈련의 성과에 대한 정보가 포털 상에서 기록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② ILP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요가 생기면 ILP다
음 단계의 형태로 만들 것을 고려 중이다.
③ ILP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상의 관심, 기술부족, 일의 가치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한 개인의 프로파일을 기반
으로 가능한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을 위해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게
한다.
④ 사람들의 직업적인 관심을 찾거나 필요한 기술을 찾는 것 이외에 개인들은 잡뱅크를
통하여 일자리를 검색하고 지원할 수도 있다. 이것은 ILP로 통합될 것이다. 잡뱅
크에 수록된 직업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각각의 직업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 30일간만 유효하다. 고용주들은 적절한 후보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삭제
된 잡 포스팅을 복원할 수 있다. 기간만료된 잡 포스팅은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결국 잡뱅크에 있는 일자리 목록은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 된다.
⑤ ILP은 2017년부터 진행되며 지속적으로 진전된 사항을 공유할 것이다.

(3) 소결

싱가포르는 이중 언어교육을 통합 소통의 기술, 통합적인 교수학습을 통한 핵심적인 역량과
심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한다. 교과유연화 사례는 대표적인 예이다. 중등학교
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은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선별적이고 경쟁적인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진로교육은 생애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의 기본틀, 이를 테면 진로의식, 진로탐색, 진로설계의 구도는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생애교육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이것은 아마도 싱가포르의 학제가 의무교육 수료 후 코스를 다양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로교육을 별개의 영역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교육시스템 전체 안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4) 스킬스퓨처와 잡뱅크 포탈-개인 학습 포트폴리오(ILP)의 통합포탈 홈페이지
https://www.moe.gov.sg/news/parliamentary-replies/merger-of-skillsfuture-and-jobs-bank-portals#sthash.0AlTFuGW.d
puf, Yin, 2017에서 재인용

할 수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진로교육은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생애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진로교육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