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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과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겪은 실제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학 생활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개인이 겪은 본질적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에 따라 연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항공서비스학과에서 운영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 6명

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과 참여의 경험적 특성과 비

교과 참여의 의미는 각각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대학생활의 의미는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 ‘다양한 대학생활’, 

‘대학생활의 추억’, ‘대학생활에 대한 동기부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한 개인이 성장해 가는 전이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교과 활동이 대학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는 것을 참여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심층인터뷰, 현상학적 연구, 비교과, 대학 생활의 의미, 체험된 경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ssential meaning of college life based on understanding 

the lived experiences while participating in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This study was designed 

according to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o comprehend and grasp the meaning of the 

essential experience of each individual. Data collection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 with 6 participants who had engaged in the extracurricular program 

delivered by the department of Aviation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xperiential attributes 

of engaging in extracurricular classes and the meaning of involv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derived into four themes each. The finding discovers that the meaning of college life including, 

'improve in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various college life', 'memories of college life', and 'motivation 

for college life'. The conclusion to be drawn here is that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various 

extracurricular programs was shown to be a path of transitional process of personal growt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revealed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dded a new meaning to their 

college life based on the interviewee’s lived experience.  

Key Words : in-depth interview, phenomenology, extracurricular, the meaning of college life, lived 

experi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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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전공지식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폭

넓게 융합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게 되

었다[1]. 따라서 기업에서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

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면서[2], 대학에서는 기업에서 요

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3]. 이

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역량에 대

해 인식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다[4]. 

COVID-19로 취업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적극

적인 대외 활동 경험을 하게 되었다[5].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대학생 요구 수요에 맞춰 대학은 전공 수업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을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

생들의 역량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으

며, 비교과 활동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 확대로 이

어지게 되었다.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 재정

지원사업 선정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항목임

으로 주로 대학 차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6]. 대

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교양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기초 역량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비교과프로그

램의 참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규교과과정과 비슷

한 방식으로 학점 부여 및 비교과과정 이수 결과를 학교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7,8]. 

비교과과정은 교과-비교과 연계(co-curricular)와 전

공교과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폭넓

은 비교과(extracurricular)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자

들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두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9]. 교과-비교

과 연계(co-curricular)는 시험을 봐야하는 정규과목이 

아닌 학생의 자기개발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참여활

동을 말한다[10, 11]. Dalrymple & Evangelou[12]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립조건은 졸업요건이 아니며, 자발

적인 참여, 정기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하고, 개인이 활동

에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비교과 활동과 관련된 측

정 도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특정 전공 교과와 반드시 연계되지 않지만 전공수업

의 이해를 증진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의미의 비교과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혜성의 연구[13]에 따르면 학과 자체적으로 전공교

과 이외의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은 소수로 나타났으며,  

대학차원에서 운영하는 비교과프로그램 만족도보다 학과

에서 운영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는 전공 연계 분야에 

대한 탐색을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운영한 결과이며 프

로그램 수요자 중심으로 내용 구성 및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의미한다[14]. 

대학이 졸업 이수 학점을 낮추는 상황에서 2년제 대학

의 경우 기존 정규교과 이수 학점을 줄이고 있는 것과 더

불어 일반 종합대학 교육 기간보다 짧은 교육 과정으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중점의 교육이 수

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교과프로그램을 통

해 입학부터 학생의 역량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해야 한다[15]. 정규교과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 편성 

및 정규교과과정 외에 추가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비

교과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공 관련 지식을 쌓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분

야를 체험할 수 있다[16]. 따라서 학과에서 운영하는 비

교과 참여는 학생들에게 진로, 학교생활 등 영향을 끼치

는 것을 알 수 있다[17]. 

이처럼 대학에서 정규교과 이외에 전공교과와 연계하

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의 중요성

은 높아져가고 있다. 더불어 비교과 관리시스템의 필요

성을 인식하여 활동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

스템 구축과 개발 전략의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18].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공과 관련된 빠른 취업을 

위해 2년제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 짧은 기간 안

에 전공교과와 더불어 학생들의 취업역량 증진뿐만 아니

라 보다 폭넓은 대학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비교과프로그

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본 연구를 통해 모

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분야 진출 도모 및 다채로

운 대학생활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특정 전공 안에

서 운영하는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

하여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의 경험적 특성과 이를 통한 

대학생활의 의미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정된 상황 속에서 각 개인이 겪은 경험적 특성을 이해

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하나의 현상이 

각 개인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19].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과정에

서 느낀 하나의 현상에 대한 이해와 교육 현장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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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특

정 학과에서 운영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의미와 궁극적으로 각 개인이 경험한 

전반적인 대학 생활의 의미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교과를 운영하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비

교과프로그램의 방안을 실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의 경험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비

교과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확장된 대학생활의 의미

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향후 학생 중심의 비교과프로

그램 운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질적 연구는 경험자가 생활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밝힐 

수 있도록 작은 단위에서의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0].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현상학적 방

법론은 ‘사람’ 중심의 연구라는 점이 특징이다[21]. 현상

학의 중점은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과 어떻게 경험이 되

어가는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22].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Giorgi[23]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

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프

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과 대학생활에 관한 경험

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의 근본을 파악하여 의미를 드

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 규

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방법

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의미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유

목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선정

하였다[24]. 하나의 경험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한 독특한 

현상과 의미 분석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

구의 대상자는 2년제 학제로 운영 중인 A대학교 항공서

비스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학과에서 운영하는 비교과프

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3개의 비교과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비교과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학과 전임

교수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해당 비교과는 학점 부여가 

되지 않으며, 학생들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수업에 참여

하고 있다. 비교과프로그램은 매년 3월 학기 초에 운영 

방안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되

고 있다. 비교과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사진이 첨부된 주

차 별 보고서와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운영 결과 보고서, 

출석부를 제출하고 있다.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

성이 다른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의 역량 개

발하고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직접 체험하였

다. 따라서 비교과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위와 

같은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판단하

여,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운영

했던 비교과프로그램을 1개 이상, 한 학기 이상 참여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샘플의 적정 숫자

는 연구의 목적의 세밀함의 정도나 연구의 특수성 등에 

따라 결정하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정보력에 따

라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연구 참여자의 적정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

다[25]. 본 연구의 최초 인터뷰는 총 9명으로 진행하였으

나 3명의 경우 인터뷰의 심층기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

단되어 최종적으로 6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No. Grade Extracurricular Activities Period

A 1 Hands on learning Spring semester

B 2
TOEIC,

Job interview practice
Spring & Fall 

semester

C 2
TOEIC,

Job interview practice
Spring & Fall 

semester

D 2
TOEIC,

Job interview practice
Spring & Fall 

semester

E 2 TOEIC
Spring 

semester

F 2
TOEIC, 

Job interview practice
Spring & Fall 

semester

Table 1. Interviewees of this study 

2.3 자료수집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정규교과과정 외에도 

지속적인 교류 과정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정규교과과정

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 사이에는 충분한 라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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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라포 형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반구

조화된 심층 인터뷰 기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인터

뷰는 학교 빈 강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대면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

뷰에 앞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본 연구 목적에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연구 중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지해도 된

다는 점과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을 반드시 보

장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인터뷰 녹음 전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녹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맞추고 편안한 분위

기 속에서 인터뷰를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종료 

후 모든 녹음파일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26]. 심층 

인터뷰는 대부분 1시간 전후로 소요되었으며, 이후 인터

뷰 내용에 대해 명확하기 위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최대한 자유롭게 편하게 이

야기할 수 있도록 인터뷰 초반에는 연구 참여자의 긴장

을 풀기 위해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격적

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4 자료분석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인 행동, 의미 

등을 연구 참여자들이 설명한 것들을 토대로 그들을 이

해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27].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은 녹음된 인터뷰 자료의 전사 작업을 통해 연구 참여자

들의 언어를 그대로 문자화하였다.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있는 문장, 표현, 단어들을 찾는 작업을 하였

다. 질적 연구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며 연구를 진

행하는 단계마다 검토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28]. 

한 명의 연구자가 먼저 각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의 의미

있는 표현들 안에서 유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해당 진

술들의 의미를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고, 각 단계별로 다

른 연구자가 검토하면서 판단중지(epoche)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구 결과

를 도출하였다.  

2.5 연구의 진실성과 엄격성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측정법, 장기간 

참여 관찰, 참여자 검토 과정을 거쳤다[29]. 연구의 진실

성을 높이기 위해 2인의 연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여 

분석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한 후 전사작업을 거쳐 내용 

분석을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인터뷰 내용 분석 및 인

터뷰 전산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

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대한 선입견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 외에도 학생들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직접 지도하며 참여관찰을 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등은 참고자

료로만 활용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27].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참여 관찰과 동료 검토 과정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공유하여 의미 

전달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29]. 그리고 

현상학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제 3자 연구자를 

통해 연구 분석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항공서비스전공 학생의 비교과프로그

램 참여의 경험적 특성과 비교과 참여 의미와 비교과 프

로그램 참여를 통한 대학생활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참여

시 나타난 경험과 대학생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의 경험적 특

성,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의미, 대학생활의 의미로 도출

되었다.

3.1 비교과 참여의 경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들은 2년제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

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희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재학생들과 비교하

였을 때 2년제 재학생의 경우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적은 것을 인지하

고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량 및 대학 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3.1.1 자기개발의 기회 

본 비교과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이유 중 하나의 항목으로 

학교 외부활동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30].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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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태도는 배움에 대한 도전, 학교 안에서 자신이 배워서 나

가야겠다는 목표 달성,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다. 

“내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공부 같은 건 다 하고 싶

어서 했어요. 뽕을 뽑아야 한다는? 하하하핫 제가 배우

고 싶은 의지가 제일 컸어요”(참여자 B)

“이걸 꼭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한테 유익

하고 도움이 되겠다는 느낌이 있었구요.”(참여자 D)

“토익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성적도 높일 수 있을 것 같

아서 겸사겸사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했어

요.”(참여자 F)

자신의 부족한 자질을 개발하거나 향상 그리고 심화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

타났다[31].

3.1.2 일상의 활기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과프로그램 참여가 수업 이외의 

다른 활동에 대한 참여로 무엇인가 할 일이 생겼다 것을 

통해 일상 생활에 활력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가 휴학하고 복학하고 나서 같이 수업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 으쌰 하면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설레었어

요.”(참여자 D)

“할 일이 생겼다는 안심도 들었어요.”(참여자 E)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이라 하면 집에서 수업 듣고 과제

했던 기억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신청받고 

할 때 되게 신났어요.”(참여자 F)

3.1.3 이력관리

학생들은 비교과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자신이 준비하

는 자격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활동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대학 안에

서 활동하기 때문에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는 자신의 대학

생활과 진로 활동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끝나고 하는 수업이라서 뒤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진로

를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참여

자 A) 

“학생들 공부 역량을 좀 키워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취업 지원할 때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계속 준비

를 해오다 보니까 취업 인터뷰나 취업 지원 준비를 바로 

할 수 있어서...”(참여자 B)

“준비하는 목표가 비슷하니까 준비하는 자격증도 비슷

하니까 정보공유도 하게 되고 학교생활 하는거니까 자

소서 이런 거 쓸 때도 비교과활동했다 내용 작성해서 좋

고.. 정보가 또 많아지는게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C)

비교과 활동 참여는 참여자들에게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며 미래의 참여자들의 직업에도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34].

3.1.4 수업 운영방식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과프로그램의 특성이 전공에 대한 

이해 증진,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되어 질문하기 편한 분

위기, 교수자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수업에서 이론을 많이 배웠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있었는데 비교과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습 위주로 하니까 

교과서에서 이해하지 못한 거를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참여자A)

“비교과는 교수님들과 소통하는게 원활하게 잘 되는거 

같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두 있구요. 비교과는 

교수님이 초점이 아니라 학생중심 교육이었어요. 일대

일로 지도받는 것도 좋고 학생 중심 교육이었다는 거가 

가장 큰 메리트에요.”(참여자 B)

“과외처럼 모르는 것 직접 질문하고 설명을 자세히 받

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참여자 F)

3.2 비교과 참여의 의미 

3.2.1 타인과 교류의 시간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교 소속감을 갖게 되

면, 학생들의 사회적 활동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는 또래 집단이나 교수들과 원활한 관계로 유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35]. 따라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은 교

수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

안할 수 있다[36].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비교과 수업 

시간은 타인과 나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소통의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교수와 친구들을 이어주는 매개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비교과하면서 뒤에 수업을 또 들어야하니까 같이 오래 

있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애들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어..애들이랑 사실 놀러가긴 했거든요. 이쁜 카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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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가고 벚꽃도 보러가고 커피마시고 이런 활동들이 좀 

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참

여자 C)

“교수님들이랑 좀 더 친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레였기도 했어요. 왜냐면 교수님과

의 관계가 처음엔 어색했었고..(중략)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교수님과 어색함이 없어진 거가 좋아요.”(참

여자D)

“애들하고 수업 끝나고 다 같이 벚꽃 구경도 하고 문제

풀이 책도 고르러 다 같이 걸어서 00문고에 갔어요. 이

런 동기들과의 교류 과정이 더 기억에 남아요 하핫(부끄

러움). 애들 만나려고 더 열심히 참여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F) 

이처럼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활동은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맺는 경험을 통해 대인

관계의 확장으로 연결된다[37]. 

3.2.2 성격변화

팀 프로젝트나 다른 기타 활동들을 통해 원래 자신의 

성격보다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긍정적인 자기 성장으로 나타난다[37]. 

본 연구 참여자들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과정을 통해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테 먼저 말 걸어보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거 같아요. 궁금한 거 있음 원래 못 물어보는 스타일인

데 먼저 물어보고 비교과 같이 듣는 애들의 도움이 너무 

컸어요. 안활발한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참여

자 C)

“제 성격도 원래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거 덕분

에 좀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낯을 많이 가렸는데 이거 

덕분에 낯가림도 줄어들고 엄청 도움이 되었어요. 아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중략) 자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3.2.3 성취감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과정 안에서 목

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과정 안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한다[38].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과프로그램을 참여

하면서 자신의 자유의지, 같이 참가한 동기들을 통해 비

교과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학교생활 중에서 정규교과과정과 마찬가지로 비교과프로

그램 역시 학교생활 중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로 정하고 

실천하면서 학교에서 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학년 땐 좀 헤이해진 게 있었는데... 공부를 안하게 

됐는데 마음을 다잡아줬어요, 내가 원래 대학 온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맞아 나 지금 놀 때가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할 때야...성실하게 생활하게 되었어요.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보면 진로

에 관한 거잖아요. 교수님께 멘토로서 얻어가는 걸 많이 

갖고 가고 싶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쓰고 싶고...진로

의 열정이라는 의미를 두고 싶어요.”(참여자 B)

“혼자 하면 좀 자극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약간 좋은 자극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게 서

로 되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C)

“공부를 하면서 이루어나가는 것들이 좋았어요. 제가 일

이 없으면 늘어지는 편이거든요. 늘어진 뒤에는 자괴감

을 느끼는 편인데 평일에 할 일이 생기게 되고 일찍 일

어나고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 다음 일정을 또 세우거든

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과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면

서 보람됨을 좀 느꼈어요.”(참여자 E)

3.2.4 목표지향적인 삶의 태도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비교과프로그램 개

설을 요구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

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인거? 이거가 시간도 자율적이고 직접 정한 거

잖아요. 음.. 이제 고등학생 때랑 다르게 직접 설계를 해

서 뭔가를 배우고 사회인으로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느

낌이 들어요. 사회생활과 고등학교 사이에 중간 기점으

로 잘 보낸 것 같아서 만족해요.”(참여자 F)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할지 진행할지 막연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목

표를 설계하는 그런 거가 생겼어요.”(참여자 F)

“일단은 해보자 도전하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 같

아요. 나중에 뭘 또 하게 되더라도 비교과하면서 일단 

해보자 해서 얻은게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약간 

시도해보는 이런거가 생기고...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참여자 C)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과 참여를 통해 개인의 삶의 태

도 변화를 갖게 하는 전이 과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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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교과 참여를 통한 대학 생활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과프로그램 참여가 궁극적으로 

대학 생활의 의미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교

과과정 이외 전공 내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서 자신이 경험하고 싶었던 대학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은 대학생활 동안 자신의 성장 과정 중 하

나였다는 것과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삶의 태도

에 대한 변화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

었다. 

3.3.1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  

학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활동 비중이 높은 

학생들은 전공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교수자들과

의 상호작용 증대 및 학과 적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9]. 본 연구 참여자들도 비교과프

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공수업의 이해도 향상으로 이어졌

다. 실습 교과 연계 비교과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되어 정

규교과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개별 피드백의 한계점

을 보완하게 되며 전공 이해도와 전체적인 수업 만족도

가 높아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업 들었을 때보다는 좀 더 알차다는 거를 느껴

요. 한번 듣는 거랑 반복해서 듣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

아요. 그래서 저는 만족해요. 오히려 비교과를 듣다 보

니까 비교과 수업에서는 직접 다 시키잖아요. 그리고 피

드백 바로 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직접 다 해

봐야 하니까 학과 이해 만족 더 높아졌어요.”(참여자 B)

“비교과 참여하면서 우리 학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루요. 아무래두 홍보부를 하니까 장점을 많

이 알잖아요. 실제로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참여자 F) 

3.3.2 다양한 대학 생활 경험의 기회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학생들은 2년이라는 학제 안

에서 다양한 경험 및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비교과프로

그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정규교과과정보다 다양한 교과활동과 참여를 위해 여러

대학은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40]. 비교과활동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41]. 

“교수님들을 만나고 동기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학교 

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했어요. 토익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성적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겸

사겸사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했어요.”(참

여자 F)

“대학 들어와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

들을 좀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주어진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장소가 학교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좀...찾아서 하

는 스타일이 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어서...”(참여자 E)

3.3.3 대학 생활의 추억 

비교과를 함께 참여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이외 

시간도 함께 보내고, 고민을 나누며 서로 관계를 이어나

가고 있었다. 이는 다른 수업 참여 학생들과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 진로 등 다양한 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있었으며 캠퍼스 안과 밖에서 함

께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다.  

“친구들과 진짜 많은 추억을 소소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카페도 가고 함께하는 기억들이 많고 원하는 항공사 취

업해서 같이 유니폼 입고 사진찍자..이런 이야기들도 많

이 했어요.”(참여자 D)

“나중에 애들이랑 다 같이 만나면 어떨지...다들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요. 엄청 좋은 추억으로 남고 애들이 제가 

걱정하는 거 다 알거든요, 진지한 이야기할 때도 다 듣

고 고민 들어주고 괜찮다고 아직 괜찮다고...이거에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참여자 C)

“각자 원하는 친구들이랑 편하게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가 대학 생활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어

요.”(참여자 E)

3.3.4 대학 생활에 대한 동기부여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는 정규교과수업에서 협동적, 능

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교수자

와의 교류는 학생들의 학업적 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으

로 작용한다[42]. 비교과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교우들과

의 관계에서 비교과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43]. 본 연구참여자들도 비교과프로그

램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로 전반적인 대학 생활을 적극

적인 태도로 채워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원래 대학 온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맞

아 나 지금 놀 때가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할 때야..성실

하게 생활하게 되었어요.”(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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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공하면 꼭 사진 같이 찍자고...그랬어요. 학교생

활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어요. 으하하하하핫 참여를 안

했다면 아마 이렇게 더 친해지지 않았을거고 동기부여

도 안되고 제가 누구누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

는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변했다고나 할

까요?”(참여자 D)

“아무래도 다른 학생보다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느껴져요.”(참여자 F)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취지와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경험

한다. 이와 같은 경험은 초기 목적을 달성했다는 성취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자신의 삶으로 전이

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려

는 의지로 나타난다[44]. 연구 참여자들도 비교과프로그

램 참여하며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실천할 것

인지 깨닫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정진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비교과프로그램 참여가 개인 삶 자체의 동기

부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대학 생활에 주는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항공

서비스학과에서 운영하는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의 참여가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 일련의 전이과정으로 대학 생활의 의미를 

갖게 해준다는 것을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토대로 규명

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연구 참여자들의 비교과프

로그램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본질적 의미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참여의 경험적 특성은 ‘자기개발의 기회’ 

‘일상의 활기’, ‘이력관리’, ‘수업방식’으로 나타났다. 비

교과 활동은 재학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

를 갖는 시간이자 수업 이외 다른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

는 시간으로 일상의 활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과가 학업성취도나 학습역량 증진이라는 학습 자체

의 목적도 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개인 이력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

규수업과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

문하고 교수자와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

이 연구 참여자가 느끼는 경험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과 참여의 의미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통

의 시간’, ‘성격변화’, ‘성취감’, ‘목표지향적인 삶의 태도 

변화’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과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여러 조직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부서와의 업무 협력이 요구되는 유기적인 

조직이다. 처음 회사를 입사할 때부터 부서 및 부서 구성

원들과의 교류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대학교 동아

리 활동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 및 타인과의 교류

에 도움을 준다[45]. 2년제 대학의 경우 20대 초반에 사

회로 진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사회로 나가기 전 준비 과정으로써 비교과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한 

비교과프로그램의 참여는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

적인 모습으로 변화과정을 겪게 하며, 자유의지로 참여

한 활동에서 나타난 개인의 목표 달성은 성취감을 느끼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스로 세운 계획과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도전적인 태도의 

변화는 자신의 삶을 대하는 변화된 자세의 의미를 갖는

다. 이러한 자기주도성, 긍정적인 태도, 목표의식, 개방

성과 같은 개인의 자질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삶의 의미

를 발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 설계 및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은 결론은 

손영민[46]의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셋째, 비교과 참여를 통한 대학 생활의 의미로는 ‘대

학 생활 만족도 향상’, ‘다양한 대학생활’, ‘대학생활의 

추억’,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부여’의 의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의 참여는 전공수

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과적응력 향상 및 더 나

아가 학교생활에 만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형식의 활동 모임은 정규교과

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참여자

들은 자신이 소속된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만족스러

운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47].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스펙 관리 및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 변화된 자신감 등을 

느끼는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참여를 통해 

이전의 자신보다 더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대

학생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

이 비교과 참여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비교과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전

반적인 동기부여와 스스로 더 열심히 하고 있음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활동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학 생활 동안 자기 성장의 시간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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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 나아가 대학 생활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향후 비교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년제 학제 대학

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사회 진출을 준비하

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를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시간

과 기회를 제공하는 확장된 교육의 틀로써 비교과프로그

램을 활성화한다면, 2년제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전공 만족도와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비교과 수업이 

전공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

과-비교과 연계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습기회나 다

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필

요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대학은 자체교육인증제를 이용하여 대

학차원에서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

[7]하고 있는데 비교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

로 대학 본부 차원에서 전공 교수들과 함께 교수학습센

터를 중심으로 전공교과를 비롯한 교양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를 개발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대학 생활의 추

억을 쌓고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건설적인 대학생활이 될 수 

있는 비교과 수업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학과에서 운영한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다. 대학 내의 다양한 전

공에서 운영한 비교과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풍부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및 

측정도구의 개발이나 비교과 수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도

를 높이는 방안과 교양교과에서 융·복합 시대의 유연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문학적인 소양을 함양

할 수 있는 비교과 과정 후속 연구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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