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D대학 졸업생의 핵심 역량 진
단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습역
량과의 관련성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D대학 졸업
생의 핵심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역량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계열별, 개인별로 분석하였다. D
대학의 핵심 역량 측정 방법은 5대 대학의 인재상
과 연계된 10대 핵심역량을 2~3개 내외로 개별 교
과목에 포함시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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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한 후 이를 학기 단위로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획득한 계열별, 
개인별 취업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차년도  교
육과정과 연계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법으로 향후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Ⅱ. 핵심역량에 따른 학습역량 분석 모델 선정

핵심역량 교육이 적용된 2017년 이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역
량의 우수 여부를 예측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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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핵심역량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역량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중요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D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핵심역량과 졸업학점(학습역량)의 관계를 분석하여 D대학의 교육과정 반영과 대학교
육 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D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ABSTRACT

The core competence is further growing in importance as a concept that must be continuously developed by 
individuals and should be reflected in the school curriculum.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e and graduation credits (learning ability) of students who have completed a core competence-centered 
curriculum for graduates of D-University, and reflect it in the curriculum of D-University and university education 
policy. The purpose is to improve. We plan to utilize the results of future analysis as material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at matches the human resources image of  D-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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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학습역량의 우수 여부는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우수학점으로 생각하는 A학점(100점 환산으로 90
점) 이상으로 하여 90점 이상일 경우 “T”, 89점 이
하일 경우 “F”로 목표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분
석 도구로는 슬로베이나 Ljubljana 대학에서 개발한 
Orange SW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예측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Random Forest, 신경망, 로지스틱 회귀분석, 앙상블 
모형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Adaboost’ 기법을 활
용하여 생성된 모델로 평가를 해보았다.

표 1. Test & Score
모델            값 AUC CA F1 Precision Recall

 Random Forest
 신경망

 로지스틱 회귀분석

 AdaBoost(앙상블)

0.947
0.951

0.948

0.846

0.908
0.905

0.894

0.871

0.906
0.904

0.892

0.869

0.906
0.903

0.891

0.868

0.908
0.905

0.894

0.871

[표 1]은 4개 분석 모델에 대한 ‘Test & Score’
로 모델에 따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AUC, CA
(분류정확도), F1, Precision(정밀도), Recall(재현률) 
모두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에서 보듯 “Random Forest” 기법이 가장 좋은 
모델로 판단되어 이 기법에 대한 Confusion Matrix 
평가도 실시하여 예측모델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그림 1. Random Forest 기법에 대한 Confusion Matrix

[그림 1]을 보면 학습역량 우수자(Y)를 우수하다
고 예측한 확률은 75.5%이고 학습역량 비우수자
(N)를 우수하지 않다로 예측한 확률은 95.3%로 예
측의 정확도가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면 학
습역량 우수자를 비우수자로 잘못 예측한 확률이 
24.5%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Ⅲ. 계열별 핵심역량에 따른 학습역량 분석

표본의 수가 부족한 경우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
져지므로 학과별 분석은 계열별 분석으로 대체하

여 진행하였다. 또한 모든 계열에 대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학습역량(졸업성적)에 어떤 역량이 
주요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분석에서는 
학기별 역량이 아닌 모든 학기의 역량별 성적의 
평균을 사용했으며, 어떤 역량이 전공 연계 여부에 
핵심적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 계열별 Test & Score
계열(학과수)    값 AUC CA F1 Precision Recall

 간호보건계열(5)

 공학계열(14)

 방송디자인계열(8)

 인문사회계열(11)

0.963

0.928

0.893

0.955

0.901

0.900

0.877

0.906

0.900

0.896

0.875

0.906

0.899

0.895

0.874

0.905

0.901

0.900

0.877

0.906

계열별 정확도는 간호보건계열이 0.9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송디자인계열이 0.8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본수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표본수가 많을수록 높은 정확도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열내 속
한 학과가 적을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학습역량은 학과별로 여러 가지 복
합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학과의 다양성이 적
을수록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2. 계열별 Confusion Matrix

[그림 2]를 보면 계열별 예측의 정확도는 학습역
량 비우수자(N)를 비우수자로 예측한 확률은 
93.7%~96%로 모든 계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학습역량 비우수자를 우수자로 잘못 예측한 확
률은 4%~6.3%로 매우 준수한 예측률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학습역량 우수자
(Y)를 비우수자로 잘못 판단할 확률이 계열에 따라 
20.5%~36.2%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보건계열] [공학계열]

[방송디자인계열] [인문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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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향후 연구

그림 3. 계열별 ROC curve

[그림 3]의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는 민감도를 분석하는 자료로 여러 임계값들
을 기준으로 Recall-Fallout의 변화를 시각화한 자료
이다. X축은 실제 “F”인 데이터 중에서 모델이 “T”
로 분류한 비율이고 Y축은 실제 “T”인 데이터 중
에서 모델이 “F”로 잘못 분류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간호보건계열이 좌상단에 근접하므로 가장 
우수한 모델이고 방송디자인계열은 완만하게 수렴
하므로 가장 부적절한 모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에 기술된 바와 같이 표본의 수가 적고 계열내 
학과의 수가 많아 다양성을 모두 수렴하지 못한 결
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데이터화를 통해 표본의 수를 늘려 나간다면 우수
한 예측모델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D대학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핵
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의 핵심역량
과 학습성과(졸업성적)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D대
학 교육과정의 개선 및 대학 교육 정책에 반영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분석 결과를 활용하
여 학습역량 강화 및 D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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