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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A대학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개편한 교양교육과정을 역량 향상도로 분석하여 평가 및 환류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020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A대학에서 개발한 교양교육과정 
역량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역량별 대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에게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분석은 기술통계,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통역량(t=-9.839, p<.01), 학습역량(t=-4.707, p<.01), 사고역량(t=-9.992, p<.01), 
협력역량(t=-2.061, p<.01)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눔역량(t=-.550)은 향상되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량별 교과목 운영을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대학생, 역량기반교육, 교양교육, 교육과정, 성과분석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reformed liberal arts curriculum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 of A University and use it as basic data for evaluation and feedback. To this end, 
students who took courses opene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0 were surveyed using the liberal arts 
curriculum competency diagnosis tool developed by A Universit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study,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communication (t=-9.839, p<.01), learning (t=-4.707, p<.01), thinking (t=-9.992, p<.01), cooperation (t= 
-2.061, p<.01) was significantly improved, and sharing (t=-.550) was improved, but it wa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providing the basis for examining and judging the operation of subjects 
by competency.
Key Words : College student, Competency based education, Liberal education, Curriculum, 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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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대학은 지속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여러 이유로 역량이라는 과제
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고 있다. 역량에 대한 공식적인 관
심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에서 시작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전공 
교육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에서도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
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대학에서의 핵심역량에 관한 화두로서 등장한 것
은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1]. 2010년 ‘다양하
고 특색 있는 학부교육 선진 모델의 창출 및 확산’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
업(ACE)’을 시작으로 하여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지원사
업,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등 정부 주도의 대학교육과 역
량 연계성 강화가 이어졌다.

이러한 사업이나 평가들은 각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개선, 학사제도나 교수학습
지원체제 등의 혁신을 요구하였다. 특히 대학마다 인재상
과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성과지표를 제시하게 하여 핵심역량의 선정과 운영, 성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다[1-3]. 특
히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핵심역량 제고와 관
련된 내용을 교양교육과정과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영역의 진단 내용은 “핵심역량 설정의 타당성, 핵심역량
과 발전 계획 간 연계성,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
과목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환류를 통한 교양 교과목 
개선 및 보완의 적정성”으로 교양교육과의 연계성을 높
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4].

이후 대학 현장에서는 각 대학마다 비전과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역량에 따른 전공, 교양, 비교
과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 이후, 개편된 결과에 대한 운
영 실태, 성과 분석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실정
이다.

A대학 또한 마찬가지 실정이다. A대학의 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학생성공 글로컬대학’이며, 학생의 성공적인 대
학생활의 목적은 A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문적, 직업

적, 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이 지원하
는 것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A대학에
서는 A학생성공 대학핵심역량(A Student Success 6 
Competencies)을 설정하고 2018년부터 교양교육과정
을 개편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평가 준거와 같이 
핵심역량에 따라 교양 교과목을 편성하였다면 실제 운영
의 적절성과 환류를 통한 개선 및 보완은 어떠한 방식으
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는 개편된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평가는 어떻게 판단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염민
호(2015)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자나 학교보다 대학 교
육의 수혜자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운영 원리가 전환된다
고 하였다[5].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
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또한 학습자들
이 지각하는 대학생활 만족도나 학습자가 제공받는 경험
의 결과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 수준에 기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6]. 개편한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성과는 교
양 교과 수강생의 만족도를 통해 운영 실태, 성과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최근 대학들은 교양 수업을 수강한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의 학업성취나 만족도만으로 교육과정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중요성 및 의미를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7]. 
즉,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
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설계 모형 개발, 교양
역량 진단도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있으나, 개발한 도
구를 활용하여 실제 진단하고 성과로 연결하고자 한 연
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3,8,10]. 

이러한 맥락에서 A대학은 비전 및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발전 전략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교양교육과
정에 대한 만족도와 역량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
단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진단도구로 역량기반 교양교육
과정 개편과 운영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교양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
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 만족도와는 별도로 역량별 대표 교과
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역량 향상 정도를 측정
하여 교양교육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는 하나의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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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역량중심 교양교육과정

최근 대학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에서 요구하
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
서 대학의 교육 목표, 비전, 인재상, 교육과정, 교수학습 
체제, 운영, 평가 등에서 역량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발전은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지만,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은 교양교육과정을 통
해 나타난다[9-10].

일반적으로 교양교육과정은 ‘자유로운 교과’와 ‘유용한 
교과’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
다. 최근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의 유형은 
자유로운 교과를 추구하는 학문중심 교양교육과정과 자
유교육기반 교양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유용한 교
과를 추구하는 직업교육중심 교양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11].

앞서 역량이라는 범주에서 교양교육과정은 유용한 교
과를 추구하는 직업교육중심 교양교육과정이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업교육중심 교양교
육과정은 대학교육의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졸업생 취
업률이 첫 번째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
으로 활용되는 역량의 개념을 대학교육과정에 적용한 교
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12].

또 다른 측면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개념적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식중심 교육과정과 경험중심 교
육과정의 대안적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경희
(2017)는 지식중심 교육과정이 가르쳐야 할 내용, 교과 
그 자체에 주력하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경험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학
생들의 역량의 발달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13].

본 연구에서는 역량중심 교양교육과정을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요구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즉 백승수(2020)가 말하는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을 
기존의 학과나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생이라면 가져야 할 
능력으로 지식, 기술, 태도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종합
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역량을 반영한 교양교육
과정의 개발, 편성, 운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

2.2 A대학 핵심역량과 교양교육

A대학의 비전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학생성
공 글로컬대학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핵심역량은 소통, 
학습, 사고, 도전, 나눔, 협력으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역량은 2∼3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통 역량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글로벌, 학습 역량은 정
보기술활용, 자기관리, 사고 역량은 비판적 사고, 문제해
결, 도전 역량은 창의성, 변화대처, 나눔 역량은 배려, 봉
사, 협력역량은 리더십, 협업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양교육의 비전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
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세계시민적 지성인 양성’
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첫째,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가 요청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작용 능력
을 함양하는 것이며, 둘째, 자신에 대한 이해와 도구적 활
용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
이고, 셋째,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책임
감을 형성하여, 공감 능력과 공동체적 협력능력을 함양하
는 것이다.

첫 번째 교육목표와 관련된 A대학 핵심역량은 소통, 
학습 역량이며, 두 번째 교육목표와 관련된 핵심역량은 
사고, 도전 역량이며, 세 번째 교육목표와 관련된 역량은 
나눔과 협력역량이다. 

기초필수교양은 세계화 영역, 실용화 영역, 인간화 영
역으로 나뉘며, 이는 A대학 인재상과도 연동된다. 선택교
양은 일반영역과 브릿지 영역으로 나뉘며, 일반영역은 화
랑교양과 자유교양으로 구분된다. 우선 화랑교양은 핵심
역량별(소통, 학습, 사고, 도전, 나눔, 협력)로 교과목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유교양은 학문 분야(인문과 예술, 사
회와 경제, 과학과 기술, 융복합)별로 구분되어 있다. 브
릿지 영역은 단위 학과별 기초 전공과 교양의 교집합 수
준의 교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2020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SEPⅠ,
Ⅱ, 인생설계프로젝트, 비판창의적 사고, 사회트렌드세미
나, 의사소통과 공감, A리더십을 수강한 학생이며, 교과
목별로 성별, 소속 단과대학, 학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설문대상 교과목 선정은 A대학의 핵심역량에 따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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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개편에 따라 필수기초교양 교과목 중심으로 역량
별 대표 교과목으로 하였다. 핵심역량별 교양 교과목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선정한 교과목의 경우 1학년 
필수기초 교양교과목을 중심으로 역량별 교육목표, 내용,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역량별 이와 관련한 6가지 핵심역량별 교과목 개요는 
아래와 같다.

소통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SEPⅠ, Ⅱ로 영미 문화권
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교과목이며, 수업 방식은 매주 내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를 각 1회씩 co-teaching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습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
편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으로 인생설계프로젝트이다. 1
학년 대상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
에 대한 이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교
과목이며,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다양한 정보를 자신의 상
황에 맞게 취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생중심
활동 수업이다.

사고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비판창의적사고로 주어진 
문제나 과제를 다양한 글쓰기, 토론, 실천, 추론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다.

도전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사회트렌드세미나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 등 네 분야의 최신 트렌드 이슈에 
대해 4명의 교수가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팀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 해결을 통해 사회변화 대처능
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이다.

나눔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의사소통과 공감으로 타인
과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 타
인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이다. 
토론을 통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여 공감하는 능력
을 키우며, 발표, 질문법을 통해 공감적 자기표현의 방법
을 연습하고 그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협력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A리더십으로 다양한 리더
십 유형을 학습하면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비전을 실
천해 나가는 리더로서의 역량과 서로 상생하며 공동체 
의식이 있는 배려있는 리더십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목이다. 이 교과목은 리더십의 개요와 여러 리더십의 종
류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리더십 유형을 발휘
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교
과목이다.

3.2 조사도구

교양교육과정 운영 성과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조사 
도구는 2019년에 개발한 A대학의 핵심역량(소통, 학습, 
사고, 도전, 나눔, 협력) 진단도구이다.

본 진단도구는 전체 29문항(소통 7문항, 학습 5문항, 
도전 4문항, 사고 4문항, 나눔 6문항, 협력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5점, 그
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량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 문항은 응답자가 해당 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
고 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후 문항
은 역량별 교양 교과목 수업을 듣고 난 후 해당 역량의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구
성되었다.

진단 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하
였다. 교양교육과정 성과와 관련하여 사전-사후, 핵심역
량별로 나누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사전 문항에서는 소통 .885, 학습 .865, 도전 .810, 사
고 .876, 나눔 .878, 협력 .905로 나타났으며, 사후 문항
에서는 소통 .962, 학습 .955, 도전 .942, 사고 .955, 나
눔 .965, 협력 .878로 나타났다. 신뢰도(Cronbach α)는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 문항에서 사전보다 사후가 
높게 나타났다.

핵심역량별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 간의 상관 관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역량별로 살펴보면 소통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85∼.872로 높게 나타났으
며,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73∼.794로 나타났다. 
학습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93∼.89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97∼.742로 
나타났다. 사고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93
∼.89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97∼.742로 나타났다. 도전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93∼.89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97∼.742로 나타났다. 나눔 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93∼.89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
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97∼.742로 나타났다. 협력
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93∼.898로 높게 나
타났으며,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97∼.742로 나
타났다. 개별 문항과 각 역량과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 상
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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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20학년도 2학기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

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과정 개편에 따른 성과를 분석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9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교과목 담당 교수의 협조를 통해 안내하
였으며, 학생들의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
하였다. 응답시간이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본 조사는 
KSDC DB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개인배경 변인과 관련하여 기술
통계 분석 및 9월, 12월 조사 결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2020년 교양교육과정 운영 성과분석을 위해 조사된 
결과의 역량별 개인배경별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성과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1.965를 넘으면 
.05 유의수준에서 ±2.58을 넘으면 .01 유의수준에서 정
규성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
는 Table 2와 같이 왜도와 첨도 모두 –1.239∼.362 사
이로 나타나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ompetency
pre-test post-test

M SD skewnesskurtosis M SD skewnesskurtosis
commuti
cation 3.49 .687 .055 .052 4.12 .688 -.313 -.393

learning 3.48 .746 .362 -.197 3.86 .905 -.570 .273
thinking 3.38 .707 .126 .300 3.99 .765 -.511 .320
challenge 3.56 .639 .332 .087 4.07 .754 -.287 -.988
sharing 4.06 .551 -.022 -.267 4.09 .777 -.600 .363

cooperation 3.58 .852 .013 -.599 4.06 .688 .291 -1.238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competency

4.2 역량별 차이 분석
역량별 대표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9

월(사전), 12월(사후)에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3과 같다. 역량별로 살펴보면 소통역량은 ‘SEPⅠ, 
Ⅱ’ 교과목 수강 후 향상(t=-9.839, p<.01)된 것으로 나
타났다. 학습역량은 ‘인생설계프로젝트’ 교과목 수강 후 

competency characteristics pre-test post-test
N % N %

commutication

gender male 154 42 57 33.9
female 213 58 111 66.1

grade
1 310 84.5 156 92.9
2 10 2.7 1 0.6
3 15 4.1 4 2.4
4 32 8.7 7 4.2

total 367 100 168 100

learning

gender male 119 43.1 100 52.4
female 157 56.9 91 47.6

grade
1 275 99.6 186 97.4
2 0 0 3 1.6
3 1 0.4 0 0
4 0 0 2 1.0

total 276 100 191 100

thinking

gender male 173 42 85 39.0
female 239 58 133 61.0

grade
1 3 0.7 1 0.5
2 375 91.0 201 92.2
3 19 4.6 9 4.1
4 15 3.6 7 3.2

total 412 100 218 100
challenge gender male 65 85.5 49 86.0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female 11 14.5 8 14.0

grade
1 70 92.1 55 96.5
2 5 6.6 2 3.5
3 1 1.3 0 0

4 4학년 0 0 0 0
total 76 100 57 100

sharing

gender male 177 43.3 111 42.4
female 232 56.7 151 57.6

grade
1 378 92.4 247 94.3
2 2 0.5 1 0.4
3 14 3.4 8 3.1
4 15 3.7 6 2.3

total 409 100 262 100

cooperation

gender male 23 56.1 7 38.9
female 18 43.9 11 61.1

grade
1 4 9.8 5 27.8
2 22 53.7 8 44.4
3 8 19.5 3 16.7
4 7 17.1 2 11.1

total 41 100 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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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707, p<.01) 향상되었고, 사고역량은 ‘비판창의적
사고’ 교과목 수강 후 (t=-9.992, p<.0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과 공감’ 수강 후 나눔역량(t=-.550)
이 향상되었으며, ‘A리더십’ 수강 후 협력역량(t=-2.061, 
p<.01)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 학습, 사고, 도
전, 협력 역량은 9월과 12월에 조사한 결과 역량의 차이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눔 역량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mpetency period M SD t
communication pre 3.49 .690 -9.839**

post 4.12 .690
learning pre 3.48 .750 -4.707**

post 3.86 .900
thinking pre 3.38 .707 -9.992**

post 3.99 .765
challenge pre 3.56 .640 -4.248**

post 4.07 .754
sharing pre 4.06 .551 -.550post 4.09 .776

cooperation pre 3.59 .852 -2.061*
post 4.06 .688

*p<.05, **p<.01

Table 3. T-tes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tency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대학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개편한 교양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각 역량별 대
표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역량 향상 정도를 측
정하여 교양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월 초, 12월 중순 2회에 걸친 조사 시점에 따
른 역량별 향상 정도는 대표 교과목을 수강한 후 역량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교과목은 해당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A대학의 비전과 인재상을 반영한 대학핵심역량
의 구성은 역량 간의 신뢰도 및 상관이 높게 나타나 타당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교양 교과 이수를 
통해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교양교
육과정 교과목 맵핑 또한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역량별 향상 정도에서 나눔 역량을 제외한 소통, 
학습, 사고, 도전, 협력 역량은 향상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눔 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
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과 공감 교과목의 
내용이나 방법이 나눔 역량을 향상하는데 있어 적절한지
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핵심역량별 하위 역량에 
따른 교과목 질 관리까지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따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러나, A대학의 비전, 인재상,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의미를 가시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으며, 교육수요
자인 학생의 역량 향상도를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
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는 강지혜, 이병
길, 권승아(2019)가 말한 바와 같이 역량에 기반한 교육
목표, 내용, 학습, 평가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한 데이터기
반의 도구 개발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연
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역량 향상도 분석은 교양교육과정의 가시적인 
성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목 운영 및 관
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배상훈 외(2017)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학 교양기초교육 
운영에 있어 중요성에 비해 실행도가 낮은 요인으로 질 
관리 영역이 도출되었다는[16] 것은 교양교육과정 운영
에 있어 질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은 제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양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전공 교육과정, 비교
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역량 향상 정도
는 활용 가능할 것이다. 물론 전공, 교양, 비교과는 각각
의 목적, 내용, 체제 구성의 특성이 있겠으나, 학교 전체
의 성과 관리나 환류를 위한 동일한 기초 자료로 비교 분
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핵심역량에 속해 있는 전공, 교양,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
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교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교육방
법의 대안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와 비교과 연계 운영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역량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현장 연구의 확산
을 위해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역량별 대표 교과목 선정에 있어 대표성과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눔 
역량의 경우 향상되지 않은 문항이 나타난다는 것은 역
량별 대표 교과목 수를 확대하거나 대표 교과목 선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량별 교과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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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역량별 수치가 가장 높은 교과목 2∼3개를 선정
하는 방법으로 표본 수를 늘려 교과목별 차이, 단과대학
별 차이, 학년별 차이를 검증한다면 세밀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역량별 대표 교과목 운영 성과를 
단순하게 사전-사후로 비교하였으나, 이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역량별 대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분
석, 교육 내용, 교수-학습 활동, 평가 등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설정한 역량의 
효과성, 성과 환류가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성과 관리는 교
양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의 역량은 어느 
하나의 활동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역량에 따른 
성과 관리는 수업, 학과, 대학 전체 차원과 교양, 전공, 비
교과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
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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