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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기반의 대학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 모형 탐색
박상훈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 교
육과정 혁신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및 전공 교육 질 관리의 핵심 요소를 도
출하였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4단계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 모형을 구안하였고,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전공
교수 및 교육 전문가로부터 내용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연구 결과,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는 1단계 학부(과) 교
육과정 자체 진단, 2단계 교육과정 개선 계획 수립, 3단계 교육과정 개편, 4단계 교육과정 평가의 체계를 갖추고,
대학 내·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질 관리를 강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모형의 단계별로 산출되
는 다양한 교육과정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교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CMS)의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CMS 기반의 대학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 모형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키워드 : 대학,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 모형, 교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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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atabase-based major curriculum quality management model in
University. To this end,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university curriculum innovation, problems in
curriculum operation and key elements of major education quality management wer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a four-stage major curriculum quality management model was devised, and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by
professors and education expert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ncludes a quality management model for the four steps major curriculum. The model consists of
self-reflection, improvement, reorganization, and evaluation. It is a structure to review the results of each step
through consulting with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It was constructed in a format that strengthens quality
management through In addition, a curriculum quality management system (CMS)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plan
to accumulate various curriculum information calculated at each stage of the model was sugges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ystematically presented a plan for quality management of major curriculum for innovation in
university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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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학들은 고등 교육에 대한 시대
적·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많은 대
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환경 개선, 재정 규모 확
대, 전임 교원 확보, 대학 특성화 추진,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행정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변화를 시도해 왔다[15]. 그러나 다수의 학
자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적 측
면인 하드웨어(hardware) 영역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
어(software)에 속하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
요함을 역설하였다[7][20][2][5][3]. 교육과정 혁신은 대
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부
합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취업에 필요한 지식을
적시에(Just in Time)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
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분야의 핵심 지식
과 기술을 익히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Authentic) 능력을 배양하여 직업 현장에서 주어진 직
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대학교육에서
교육과정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함에도 최근까지 교육과
정 혁신에 관해서는 관심과 변화가 부족했다[20][8].
2019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발표가 이러한 흐름에 큰 변화
를 가져왔다. 교육부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추진
방향을 ‘교육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적정 규모화 지원’으
로 정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지역
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 포함된 대학의 자율
성 존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학기본역량진
단의 핵심 지표인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확대
하고,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
의 선택권을 진단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
이다. 두 번째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융합 교육
등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개선 성과를
진단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8]. 또한 3주기 진단의 세부 평가 지표를 1, 2주
기와 비교해 봤을 때, 특징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비
중이 다른 평가 영역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먼저 1주기(구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평가에서는 교
육과정에 대한 평가지표가 빠져있었고, 2주기(대학기본
역량진단) 1단계 평가에서는 ‘교육과정 강의 개선’ 항목
으로 10점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실시될 3
주기 1단계 평가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으로
20점을 배정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부각
했다[22][21]. 이처럼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3주기
평가의 핵심이 교육과정 혁신에 쏠리다 보니 각 대학에
서는 이제야 비로소 교육과정 개선 및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교양, 비교과 교육은 대학 차원에서 총체적인 질
관리가 가능하지만, 전공 교육과정은 학부(과)의 고유한
영역이고, 더욱이 각 교과목의 교육 내용을 담당 교수자
의 재량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질 관리가 쉽지 않다. 그
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를
어떤 방법과 절차로 추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동안 교육과정 질 관리 관련 연구는 대부분 대
학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비교적 빠르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양, 비교과 영역에 치중되었고
[6][11][16], 전공 교육과정 관련 연구는 주로 대학의 핵
심 역량 및 산업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 또는
CQI 체계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1][12].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갑작스럽게 맞이한 전공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요구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는 대학
에는 상당한 부담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및 전공
교육 질 관리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
육과정 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CMS(Curriculum Management System) 기반의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대학 교육과정의 특징

대학 교육과정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지식 탐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교양 교육과정이고[13][10], 둘째는 학생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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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
식 습득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전공 교육과정이다
[17][19][14].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
험을 지원하고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교과 활동이 대학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18][9].
이러한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운
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달리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영하게 되어 있다[23].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편성 및 운영은 대학의 교육목표, 특성화 방향
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화된 규정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학마다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질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을 이끌어갈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변화
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교육에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혁신
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2017)에서 수행한 대학 교육과
정 혁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
정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양, 전공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교육과정 구성의 일관성 및 체계성 부족’, ‘학사제도 운
용의 경직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양 교육과정에
서는 학생들의 인기에 부합한 취업 관련 교과목이 형식
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과 전담 교원 미확보에 따른 교양
교육의 질 저하를 언급하였다. 전공 교육은 전공 이기주
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것과 현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대학이 처한
환경과 현실을 고려하여 자율에 맡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대학 교육의 질을 떨
어뜨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교육과정연구센터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 관리 및 체계적인 질 관리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8].
2.2. 전공 교육과정 혁신의 방향

대학의 전공 교육과정은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과 비
교해 체계적인 질 관리가 어렵다.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은 대학이 설정한 비전 및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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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학 차원에서 총체적인 방법으로 질 관리가 가능
하다. 반면에 전공 교육과정은 학부(과) 단위에서 자율적
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교
육과정 혁신에 대한 변화가 학부(과) 내부로부터 일어나
야 한다. 대학 차원에서 전공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거시
적인 관점의 가이드나 지침은 마련해야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대학 본부로부터의 Top-down 방식이 아닌 학부
(과)로부터 출발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
다. 다시 말해, 대학에서 학부(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고 일방적으로 교육과정 혁신의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을 피하고, 학부(과)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
육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수요조사 자료와 학사 제도 및
정책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학부(과)
가 자발적으로 교육과정 혁신을 이루어나가도록 지원하
는 형태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 전공 교육과정 혁신의 방안
으로 첫째,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는 각 학부(과)가 그들만의 고유한 전공의 벽을 허
물고 시대적 변화와 지역 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
하는 복수전공, 융합 전공, 연계전공 형태의 다양한 융·
복합 교육과정 개설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학사 구
조의 경직성 탈피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이하여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이
제는 전공 교육과정만을 충실히 이수해서는 사회에서 요
구하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정해진 전공 교육과정 이외에 다양한
전공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학사구조가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결국 시대적·학문적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과 유연한 학사구조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 개선 및 개편이 지금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져야 하
고,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8][17][19][14]. 다양한 수요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은 각 학부(과)의 교육
과정 개선의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 대학이 교육과정 혁
신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
리적인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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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단계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 모형

전공 교육과정의 혁신은 단순히 교과목을 신설하고 바
꾸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통찰
하는 과정이다. 시대와 학문의 변화를 감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
물을 교육과정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
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들의 요구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여기에 대학의 발전 계획과 학부(과)의
특성화 방향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듯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보니 교육과정의 혁신은 늘 형
식적이고 일회성 교과목 변경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의 혁신이 이루어졌
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쌓인 다양한 정보, 개선 계획, 성
과물 등은 보고서에 박제되어 있을 뿐 지속적인 교육과
정 혁신의 밑거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유연하고 체계적인
전공 교육과정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4단계 전공 교육
과정 질 관리 모형을 (Fig. 1)과 같이 구안하였다.

수 설계와 관련한 모형을 검토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대학 혁신 관련 정부 보고서 및 선행 연구를 분석
하여 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전공 교육 질 관리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문·사회계열 전
공 교수 2명, 이공계열 전공 교수 2명, 교육과정 및 교육
방법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 3월 ~ 2020년 9월까지 총 3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1단계 자체 진단(Self-reflection)은 전공 교육과정 개
선을 위한 학부(과)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단
계로 전공 교육 만족도, 강의평가 결과, 현장 수요를 반
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현재 교육과
정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진단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2단계 전공 교육과정 개선 계획(Improvement)은 자체평
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과정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타 대학 벤치마킹 등 다
양한 현장 요구사항 분석과 대학 및 학부(과) 특성화 방
향을 고려하여 정량적, 정성적 형태의 성과목표를 도출하
는 데 목적이 있다. 3단계는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과정을 개편(Reorganization)하는 단계로 신규교과목
개설, 기존 교과목 변경 및 폐지 등이 이루어지고 이수
학점과 시수 등에 있어서 실제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1, 2, 3단계는 기본적으로 학부(과)에서 자발적으
로 추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도출되는 결과물과 내용에
대해서 내·외부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을 하여 미흡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학부(과)에 요청한다. 컨설
팅 의견을 반영한 최종 전공 교육과정의 개편 내용에 대
해 교육과정 평가(Evaluation)를 하고 환류를 통해 지속
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집·분
석·평가되는 데이터는 CMS에 입력되고 저장된다. 따라
서 학부(과)와 대학은 CMS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공 교육과정의 변화된 모습과 문제점 및 보완사항, 향
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3.1. 교육과정 자체 진단(Self-reflection)

(Fig. 1) 4 steps Model for Major Curriculum Quality
Management

모형의 개발 방법은 일차적으로 교육과정 평가 및 교

학부(과) 자체 진단의 프레임웍(Framework)은 크게
교육목표, 학사제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세 영역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부(과)의 교육목표가 대학의
비전 및 발전계획, 인재상,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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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특성화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진단한다. 둘째, 학사제도 측면에서 교육과정 편성 학점,
시수, 교과목의 이론 및 실습 비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이 적절한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측면에서 시대적, 학문적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실
적 여부, 전공 교육 만족도, 강의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특히 전
공 교육 만족도와 강의평가 결과 분석에서는 단순히 정
량적인 점수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교과목별 교육 방
법과 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구체적
인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Table 1> Quality Management Items for Self-reflection

Items
Educational
Goal

Contents
Connection with University's
Educational Goal and Core
Competencies, Linkage with
Department Specialization
Appropriateness of Curriculum
Organization Credits
Academic Ratio of Full-time Professors in
System
Charge of Lectures
Percentage of Laboratory and Training
Subjects
Appropriateness about Reasons for
New, Abolished, and Changed Courses
and the Cycle
Curriculum
Educational Satisfaction
Course Evaluation

3.2. 교육과정 개선 계획(Improvement)

전공 교육과정 개선 계획은 자체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부(과)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 환경 분석과 대학의
발전 계획, 학부(과)의 특성화 계획을 고려하여 총체적
인 관점에서 수립한다. 특히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내·
외부 환경 분석과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내·외부 환경 분석에는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수요조사, 시대적·학문적 변화 분석, 국내외 유수 대학
의 교육과정 벤치마킹, 전공과 관련된 산업의 인력공급
수요 전망에 관한 정보 등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으로 수집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분석을 바
탕으로 학부(과)의 교육목표 정립, 전공 능력 설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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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로드맵 설계,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개선 계
획이 도출되고, 교양 및 비교과와의 연계 방안이 종합적
으로 계획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분석과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성과 지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 지표는 크게 학부(과) 특성화
목표와 관련된 부분과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부분으
로 나눌 수 있고, 교육과정 개선은 다시 교육과정과 교
육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2> Quality Management Items for Improvement

Items
Contents
Identification of the Purpose and
Improvement Necessity of Improvement in the
Goal
Educational Goals, Academic System,
and Curriculum
Demand
of Current Students,
Analysis of
Graduates,
Industry
Internal and Periodic and Academic
Changes
External Benchmarking of Other Universities
Education
and Demand
Environment Manpower Supply
Forecast
Setting Educational Goals
Setting Major Competency
Setting Curriculum Roadmap
Curriculum Drawing up Improvement Plans for
Educational Curriculum and Methods
Drawing up Plans to Connect with
Liberal Arts and Extra Curriculum
Acquisition of Certificates Related to
Major
Contest Award
Employment Rate
Minor
or
Double, Linked Major
Performance Convergence
Open
Indicator Liberal Arts andCurriculum
Extra Curriculum
Open
Enrollment Rate
Major Education Satisfaction
Course Evaluation

먼저 특성화 목표와 관련된 지표로는 전공 특성화 분
야 자격증 취득, 공모전 수상 실적, 취업률 등이 제시될
수 있고, 교육과정 개선에는 부·복수전공과 연계전공 확
대, 융·복합 교육과정 개설, 교양 및 비교과와 연계한 교
육과정 개설 등이 정량적 수치로 제시될 수 있다. 교육
방법에서는 새로운 교수법 적용 교과목 확대,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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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무 체험 확대, 캡스톤디자인 확대 등이 정량적 수
치로 설정될 수 있다. 교육과정 개선의 공통 성과지표로
는 재학생 충원율, 전공 교육 만족도, 강의평가 결과 등
을 반영한다.
3.3. 교육과정 개편(Reorganization)

전공 교육과정 개편은 자체 진단, 개선 계획의 내용
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단계다. 앞서 자체 진단과
개선 계획이 아무리 잘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
육과정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전공 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자체 진단과 개선
계획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편이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
졌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의 결과로 학부(과)의 특성화 목표 달성
및 전공 교육 만족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
석·환류하고 개선하는 것이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의
핵심이다. 교육과정 개편에는 이수학점 및 시수 변경과
교과목 신설, 폐지, 변경, 동일지정 교과목 등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교과목별로 전공 능력 및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선택하며, 신설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 개설서를 등록하여 실제 신설교
과목의 구성과 교육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전
공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개편의
결과가 앞서 분석한 자체 진단, 개선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Table 3> Quality Management Items for Reorganization

Items
Academic
System

Contents
Appropriateness of Curriculum
Organization Credits
Appropriateness about Reasons
for
New, Abolished, and Changed
Curriculum
Courses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and Checking
Reorganization whether or not Courses are opened
Quality
according to Specialization Plans,
Management Checking whether an Appropriate
Educational Method is provided
according to the Curriculum

3.4. 교육과정 컨설팅(Consulting)

전공 교육과정 컨설팅은 각 학부(과)에서 작성한 자
체 진단, 개선 계획, 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대해서 전문
가의 의견을 구하는 단계다. 컨설팅의 영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육 전문가로부터
전공 교육과정 개선의 방법 및 절차가 적절하고 타당한
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당 전공 분야의 내
용 전문가로부터 전공 교육과정 개편의 내용이 시대적,
학문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Table 4> Quality Management Items for Consulting

Items

Contents
Educational Goal and
Academic System,
Self-reflection Specialization,
Curriculum, Educational
Satisfaction, Course Improvement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Educational Goal
and Specialization(Major
Improvement
Competency, Roadmap),
Performance Indicator,
Scheduling
Educational Goal and
Appropriateness
Reorganization Specialization,
about Reasons for New,
Abolished, and Changed Courses
Application for Appropriateness of Teaching
Opening a New Methods and Curriculum of New
Course
Courses

컨설팅의 요소는 자체 진단, 개선 계획, 교육과정 개
편 내용 그리고 신설교과목의 교육내용 및 방법까지를
종합적으로 포괄한다. 교육 전문가는 학부(과)의 자체
진단 결과, 내·외부 환경 분석, 대학의 발전계획, 학부
(과)의 특성화 방향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편 내용이 유
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한다. 특히 교
육 내용의 개선과 함께 교육 방법의 개선 노력이 포함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내용 전문
가는 자체 진단 결과,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학부
(과)의 특성화 목표와 방향 설정이 적절한지,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세부 전략인 전공 능력 및 성과지표의 설정,
개편 교과목의 내용 구성이 시대적·학문적 흐름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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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내용 전문
가는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
무 전문가로, 가능하면 대학 외부에서 섭외하는 것이 컨
설팅의 효과를 높일 방법이다.
3.5. 교육과정 평가(Evaluation)

교육과정 평가는 학부(과)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자체
진단, 개선 계획, 개편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단계다. 이전 단계까지는 학부(과)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진행되었다면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대학 차원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공정한 평가 방법과 더불어 학부
(과)가 지속해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
가 결과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일회성 재정 지원보다는 학부(과)에서 추진하는 특성화
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교육과정 연구 및
교수법 개발 지원 등 학부(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able 5> Quality Management Items for Evaluation

Evaluation
Items
E M P
Connection with University’s
Educational Goal and Vision
Appropriateness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Analysis
Appropriateness of Educational
Goals and Specialization Plans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of
Setting and Cultivating Major
Competencies
Appropriateness of Setting
Performance Indicators
Appropriateness of Curriculum
Reorganization
Appropriateness of Opening New
Courses
Appropriateness of Feedback and
Curriculum Quality Management
Methods
Contents to be improved and
supplemented
* E: Excellent, M: Moderate, P: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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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과정 평가의 목적을 학부(과) 간의 경쟁보
다는 학부(과) 스스로 교육과정 혁신을 이루어나가도록
독려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차
원에서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 구축, 교
육과정 평가 준거 개발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학부(과) 교육과정 평가의 준거는 앞서 학부
(과)에서 수행한 자체 진단, 개선 계획, 교육과정 개편,
컨설팅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단순히 등급 및 점수 형태의 평가를 넘어서,
지속적인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학부(과)가 개선하고 노
력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피드백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3.6. 교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CMS)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공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와 분석해야 할 데이터 및 정보
들이 많다. 특히 학부(과)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 분석
데이터는 교육과정 혁신에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데이터는 대학의 각종 정책사
업 보고서나 교육과정 평가 보고서 등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대학에서 보고서는 대부분 평가 대비용이고 평가
가 끝남과 동시에 그 수명을 다한다. 전공 교육과정 혁
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데
이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 질 관리
데이터는 학부(과)와 대학이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교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
은 자체 진단, 개선 계획, 개편, 컨설팅, 평가 모든 단
계에서 도출되는 결과물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체 진단에서는 학부(과)별 교
육목표, 학점 편성 및 시수 변경, 실험 실습 비율, 전
공 교육 만족도 추이, 강의평가 결과 추이 등의 데이
터를 관리할 수 있다. 둘째, 개선 계획에서는 학부(과)
특성화 방향, 전공 능력 및 핵심역량 분석, 연도별 재
학생, 졸업생, 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유수 대
학 교육과정 벤치마킹 결과, 인력수요 공급 전망, 성과
목표 달성도 및 세부 추진 전략 등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연도별 교육과정 개편
실적,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 및 이유, 신규교과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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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설 실적을 관리한다.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자체
진단, 개선 계획, 개편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의견과
이를 반영한 결과 정보가 학부(과)별로 저장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컨설팅 결과의
정량적 부분(등급)은 교육과정 평가에 일정 비율로 반
영함으로써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교육과
정 평가에서는 연도별, 학부(과)별 교육과정 평가의
정량적(평가등급), 정성적 결과(개선 및 보완 요청 사
항)를 저장하고, 학부(과)별 환류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Fig. 2) Concept Drawing for Curriculum Management
System(CMS)

4. 결론

대학의 전공 교육과정을 혁신한다는 것은 매우 복
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교
육과정의 혁신은 단순히 교과목 몇 개를 바꾸거나 신
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전공 교육과정의 혁신은 학부(과)의 체질을 바꾸는 일
이며, 더 나아가 대학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일찍이
영국의 교육학자 허버트 스펜서(1894)는 교육과정 구
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지식이 가치 있느냐’
가 아니라 ‘지식의 상대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따져 묻
는 것임을 강조하였다[4].
오늘날 대학이 처한 상황을 볼 때, 허버트 스펜서의
말은 되짚어볼 가치가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지식

의 상대적 가치보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ICT의 발달로 언
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고,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현시대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지식의 절대적인 가치보다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상대적으로 더
가치 있는 지식은 결국 급변하는 시대적·학문적 흐름
에 부합하고 사회 및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가치 있는 지식을 파
악하고 그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서는 체계적
인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와 유연한 학사구조 구현을
위한 질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교육과정 평가 및 혁신과 관련
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및 전공 교육 질 관리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토
대로 CMS 기반의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 모형을 제시
하였다. 4단계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 모형은 교육과
정 자체 진단, 교육과정 개선 계획, 교육과정 개편, 교
육과정 평가의 단계로 구성하였고, 단계별 결과물의
질 관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형식
이다.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시스템은 단계별로 산출
되는 성과물 및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CMS 기반의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대학의 교양,
전공 교육과정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교육과정 구성의 일관성 및 체계성 부족’, ‘학사제도
운용의 경직성’[7]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전공 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적시에 반
영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나갈 창의인재 양성
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효
과적일 것이다. 상기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공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학부(과) 단위에
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
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과 적
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무리 유용한 교육과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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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모형과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도 학부(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구
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결국 교육과정 질 관리에 따
른 학부(과)의 발전 방향이나 성과가 확실하다고 판단
될 때, 또는 질 관리에 따른 보상 및 인센티브 제도가
매력적일 때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질 관
리 모형과 시스템 개발은 체계적인 성과 관리 및 보상
체계가 병행되어야 그 결실을 볼 수 있다.
둘째,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가 평가를 통한 학부
(과) 간의 경쟁목적이 아니라 학부(과)의 발전을 도모
하고 나아가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과)가 자체 진단을 통해 교
육과정 질 관리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합리적
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하는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처럼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CMIS(Curriculu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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