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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창의융합교육의 핵심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의 
교육과정에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선정하고, 선정된 역량에 기반 하여 역량중심 비교과과
정 체계 및 운영체계를 개발 하였다.  창의 융합 형 인재를 ‘협업 형 창의융합인재, 브리꼴레르’로 정의하고, 이러한 인
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TX역량으로 규정하였다. T역량은 인문소양, 분야별 전문성으로 구성하였고, X역량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융합적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역량, 협력적 리더십으로 구성하였다. 비교과영역의 과정 개발을 
통하여 학습자 역량 개발을 위한 과정을 적극 제공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의 참여정도 및 성과
에 대하여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는 운영시스템을 체계화 하였다. 본 연구는 교과영역의 제한된 틀을 넘어 학습자의 
다원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기반 비교과과정  및 그 운영체계의 시한적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ABSTRACT

The core value of the college of Interdisciplinary & Creative Studies is rely on the supporting system which can 
develop the learners’practical ‘performing’ competency. For aiming this, educational process of university constitutes the 
competencies which can be expected at the local field  and develop the competency-oriented extracurricular & its 
operating system. Defining the creative convergent talent, as ‘collaborative creative convergent one, bricoleur’ and 
categorizes core competency named as TX competency. T competency contains humanities and the professionals of each 
major field needed. X competency consists of creative problem solving, convergent thinking ability, self-oriented 
learning ability and cooperative leadership. Developing extracurriculum & its operating system learners can be exposured 
the systemic learning and managing process. They can develop their potential abilities and can accumulate a proper 
mileage at their learning achievement. This research can be expected as a model of competency-based extracurriculum 
and its operating system which can develop learners’ multiple competency overcoming the limit scope of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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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 융합, 혁신, 협업 등이 

새로운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는 우리 사

회의 많은 부분 변화를 요구한다. 창의적인 개인의 힘

이 중시되고 다양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존엄

성과 가치가 높아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도 변화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 국가적 차원, 기업 차원,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인재 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공통된 방향성은 융합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1]. 

특히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현대 사회에

서는 이전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던 개인의 능력과

는 현저히 다른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대학들은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변화 전망

을 예측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해 있다[2].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역

량, 성과, 실제적 적합성을 갖는 지식, 지식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습득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는 그동안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던 교과, 

투입, 언어로 명시된 지식, 지식정보의 전달과는 다른 

접근이며, 이처럼 변화하는 대학 교육의 방향성은 사회

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성과 일치한다.

아울러 기존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으로

서의 역량중심 교육은 대학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

게 규정하는 대안적 접근이면서 교육 방법의 혁신을 강

조한다. 역량중심 교육은 강의식, 암기위주의 교육방식

에서 벗어나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과제 및 문

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이나 기술, 전략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반성적으

로 성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는 학습경험의 제공

을 강조한다[3].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창의융합교육이 추구하

는 근본적인 방향성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

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

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창의융합교육’이라는 새로

운 교육모델의 도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전통적 역량 개념

역량이란 특정한 지식영역이나 전공과 관계없이 모

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으로 단기간에 습득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능력, 

명시적 지식과 더불어 암묵적 지식, 기술, 기능을 포괄

하며 동기, 태도, 판단, 의지 등과 같은 인간 특성을 포

함하는 종합적 능력, 이미 획득된 능력이 아니라 실제 

과제 수행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가동되는 역동적 능력

이라 할 수 있다[4].

DeSeCo 프로젝트는 역량을 ‘특정한 맥락에서 기술

과 태도를 포함하는 사회심리학적 자원을 가동시켜 복

잡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단순히 지식, 기

술만을 의미하지 않고 태도와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

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는 능력’[5]으로 정의

한다. 역량 개념을 둘러싼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

는  표 1과 같다.

Table. 1 Definition of Competency[6]

Scholar The definition of competence

White(1959) ability for interacting with environment

McClelland
(1973)

characteristics designate to good performers 
that enable them to achieve good performance

Klemp
(1980)

internal characteristics that bring successful 
results when an individual persue a task 

Boyatzis
(1982)

An individual’s knowledge, skill, traits, 
motive, self-image or social role that are 
causally correlated with effective behavior 

Spencer & 
Spencer
(1993)

An individual’s internal characteristics such as 
motive, traits, self-concept, knowledge and 
skills that enables positive outcomes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or tasks

OECD
(Rechen & 
Salganik, 

2003)

ability to activate cognitive and practical skills 
with attitude, emotion, value, motivation in 
order to meet the specific and complex 
requirement 

   H. S. Yoo
(2003)

a complex and comprehensive ability 
including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that is 
required in the every aspects of life to prospect 
an individual’s successfu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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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보적 역량개념

종래의 학문중심 대학교육과정의 고답성은 현대사회

의 다원성을 수렴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대학에서 공급

하는 인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 간의 양적, 질적 

불일치가 가중된다는 자각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사회

적 적합성 제고의 대두와 더불어 역량중심 교육이 강조

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여 지듯이 역량중심 교육은 단

순히 이론적 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 능동적 과제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적 지식과 비판적 문제의식 및 해당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능력의 습득

을 강조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인식 및 자기 주도적으로 행

동하고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능력습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있다[7].

Basic competency 
non-linked with 

specific knowledge 
or major

Not a pre-condition 
of learning but      

gained/capacity which 
cannot acquire in a 

short time but grows 
unceasingly

com-
petency

Human’s feature 
resulted Explicit/ 
Tacit–knowledge

skill/function 
motivation, attitude,
judgement, and will   

a dynamic capacity 
not an acquired,  but 

operated in 
combination

while accomplish
an actual task

Fig. 1 The foundation of the history of education process 
of competency based education and the research of the 
feature of the liberal education[7].

2.3.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의 필요성 대두

2.3.1.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재확보 전략 변화 

최근 기업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융합적인 역량

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표 2는 기업의 인재확보 전략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2.3.2. 기업체 인재확보 방향의 변화 

아래 표 3은 기업체 인재 확보의 방향 및 이에 따른 

대학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 설명이다. 

Table. 2 The actual development of business education 
programs [8]

Focus 
resources Versatile talent Human Resources 

Expertise

How to 
Recruit

Large public 
recruitment

Small tailor-made 
recruitment

Resource 
Area Local Resource Pool Global Resource 

Pool

How to 
cultivate

Competency Training 
Requirements

Self-managed 
human resources

현대 사회의 직업구조에서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통합이 강조되고 있으며 역량 개념은 실제수행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지식의 암묵적 차원에 관심을 갖

고 그것을 대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지식의 차원으로 

강조한다.

Table. 3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education program [9]

Corporate 
recruiting 
direction 

Konyang Univ non-curricular program 
objectives that match with the recent 
corporate recruiting direction 

Hiring 
experienced 
professional 

◦KPP operation system
- create currier management team for non- 

curricular program
- mandatory non-curricular program
- hire ex-corporate experts

Self-
management 

◦3S UP program during the vacation for 
enhancing job hunting capability 

- support self esteem with Style, Spirit, and 
self-leadership program 

Global
resource pool

◦KPP foreign language program
- KPP language program for Global capability
- personalized lesson program

Rolling 
recruiting

◦Non-curricular MBO Sheet
- MBO Sheet for monitoring educational 

achievement
- MBO Sheet to contain the recruitment as a KPI
- e-Portfolio system on MBO Sheet

Demand the 
change of 
the Univ.

◦National networking and deploy recruiting 
know-how 

- Cultivate hiring experts via national 
recruiting experts program 

- create national job-recruiting web-site
◦Recruiting consulting for unemployed 

graduates
- continuous consulting 
- link with life-long famil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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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창의융합대학의 TX핵심역량

창의융합대학은 21세기에 걸맞은 창의융합형 인재

를 ‘협업형 창의융합인재, 브리꼴레르’로 정의하고[3], 

이러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인문소양, 전문

성, 창의적 문제해결, 융합적 사고, 자기주도성, 협력적 

리더십으로 규정하였다.

표 4의 핵심역량 중 ‘수행’의 측면을 강조하는 X역량

에 해당되는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융합적 사고, 자기

주도성, 협력적 리더십은 ‘스스로 생각하며 배우는 힘’

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

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융합대학교수10명과 산학협력체결을 맺은 한

국IBM부장,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동부대우전자 

팀장, 메타빌드 부사장,  SAP전무, 휴온스 이사 등  팀

장 및 관리자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을 위

한 산업체 설문조사(2014.11)를 한 결과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역량으로 직무관련 전문성(1순위), 창의적 문

제해결(2순위), 협력적 리더십(3순위)로 응답하였으

나 신규직원들에게 부족한 역량으로 창의적 문제해

결(1순위), 융합적 사고(2순위), 협력적 리더십(3순

위)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융

합적 사고, 자기주도성, 협력적 리더십을 키우는 방

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비교과 과정 역량

체계를 도출하였다.

Vision of the education Core Competency Definition of  Core Competency

Practical experts who are applying 
various values 

T
 

Liberal Art
Ability to perform deep insight and vis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n humanity and society

Specific Expertise
Ability to apply and understand specific area 
knowledge and skills

Creative person who can create new 
value with creative convergence 

thoughts 
X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for problem solving via differentiated and 
creative approach

Convergence Thinking
Ability to create new value by converging knowledge 
and skills from various area

Cooperative leader contributing to 
society based on self-management 

and sense of community

Self-directed
Ability to plan, execute, evaluate and manage the 
whole learning process by him/herself

Cooperative Leadership
Ability to achieve the best outcomes in solving the 
common problems via co-working with partners

Table. 4 The TX, core competency of the college of  Interdisciplinary & Creative Studies 

Area Division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KY Competency

Future Plan

⋅Project activity
⋅Recruiting activity
⋅Start up activity
⋅Recruiting mentor/mentee activity
⋅Recruiting internship
⋅Certificates

⋅Creative Problem
   -Solving competency
⋅Convergence thinking 

competency

⋅Resource application competency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 Solving competency

Personality

⋅Volunteering activity
⋅Self-esteem
⋅Creative convergence hall of Honor
⋅Personality ⋅Cooperative leadership

⋅Self-directed learning

⋅Social competency
⋅Global competency
⋅Self-management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Culture

⋅Reading Books
⋅Shared  Learning 
⋅Festival
⋅2nd Language

Table. 5 The system and competency of the extracurri- culum of the college of Interdisciplinary & Cre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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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창의융합대학 비교과 과정 체계와 역량도출 

건양대학교 및 창의융합 대학의 선행 연구와 DeSeCo 

프로젝트의 역량범주와 핵심역량, 한국교육개발원의 

핵심역량, 보야치스의 21개 영역의 역량, 스펜서-스펜서

의 20개 영역의 역량 등의 선행연구[10-12]를 토대로 표 

5와 같이 창의융합 대학의 독자적 역량모델의 큰 줄기

를 인성(인격도야), 창의(문화 창달), 실용(미래개척)의 

3개의 큰 틀 아래 세부 영역별 역량을 범주화하였다.

3.3. 비교과학습 프로그램의 역량 매트릭스 

비교과과정의 활동을 협력적 리더십 및 자기주도 학

습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및 융합적 사고역량의 큰 범

주로 이원화하고  그 아래 봉사 및 인성, 셀프리더십, 팀

웍, 협상 및 갈등관리, 주도적 학습역량, 글로벌 문화이

해,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어학능력의 하위역량과 논리 분석적 사고능력, 다원적 

사고능력, 기술능력, 아이디어 및 개념화, 문제 해결 및 

기획능력의 하위역량으로 각각 범주화함으로써 운영체

계의 큰 틀을 표 6과 같이 수립하였다.

3.4. 비교과학습 프로그램 및 운영 체계 수립

비교과학습 프로그램이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브

리꼴레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융합대학의 특성

화 프로그램으로 전체적 구조 및 세부내용, 운영체계를 

구조화하였다. 학생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역량 관

리를 체계화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의 참여정도 및 

성과에 대하여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취득 점수를 합산, 

이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하였다. 

비교과활동을 관리하는 조직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관리자, 교수, 학생이 비교과  활동 전과 후 자료를 입력

하고 저장, 출력하여 본인의 역량을 관리해 나갈 수 있

도록 하였다.

Fig. 2 Compare and save up mileage of extracurriculum 
activity to the management system also

Area Cooperative Leadership and Self-directed learning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convergence thinking 

Competency

Extra-Curri

V
olunteer &

 
Personality

Self leadership

T
eam

 W
ork

N
ego and conflict 
m

anagem
ent

Self-directed 
learning

U
nderstanding 

global culture

G
lobal citizenship

Sense of 
com

m
unity

C
om

m
unication 

ability

L
anguage skill

logical thinking

M
ultiple thinking

T
echnical Skill 
com

petency

Idea 
conceptualization

Problem
 Solving 

Project Activity ● ◓ ◓ ● ◓ ◓ ● ● ◓ ● ●

Recruiting Activity ◓ ◓ ◓ ● ◓ ◓ ◓ ● ● ◯ ◓ ◯

Star tup Activity ● ● ◓ ● ◓ ◓ ◓ ◓ ●

Recruit/Startup 
Mentor/Mentee ◓ ● ● ● ◓ ◓ ◓ ◓ ●

Recruit Internship ◓ ● ● ● ◓

Certificates ● ◓ ◓ ● ◓ ◓

Volunteering ● ● ◓ ◯ ●

Self-esteem ● ● ● ◓ ◯

Hall of Honor ● ● ● ● ● ●

Personality ● ●

Reading Books ● ● ● ● ●

Shared Learning ● ◓ ● ● ●

Festival ◯ ● ◓ ● ● ●

2nd Language ● ● ● ● ●

Table. 6 The competency matrix of the extracurriculum program of the college of  Interdisciplinary & Cre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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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역량 마일리지 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대학생활’

을 선택하면 ‘역량 마일리지’ 메뉴를 볼 수 있다. 입력을 

위해 ‘역량 마일리지’를 클릭 한다. 그림 3은 학생들이 

본인의 마일리지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편성한   전

산 시스템을 캡처한 그림이다.

Fig. 3 How to connect the system competence miles 

역량마일리지 입력 및 승인을 위해 학생이 활동결과

를 입력하고 지도교수가 승인하면 관리자가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교과학습활동을 전산 시스템으로 이

미 구축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 비교과활동 역량마일리지를 입력, 조회, 확인, 

출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편성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제언 

4.1. 역량중심 비교과과정의 기대효과

아래 표 7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건양대 학생 역량

진단평가결과 자기주도학습역량, 문제해결역량, 자기

관리역량, 글로벌역량, 대인관계역량, 자원활용역량 등

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량 진단평가지는 건양대학교에서 제작된 것으로, 

전문가집단 교수, 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원으로  총 30

명이 참여해 델파이기법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주관평가 측정을 위해 5점척도 방식으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선다형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신

뢰도는 SPSS 21.00을 활용하여 진행했다. 확인적 분석

을 하기 위해 AMOS 21.00을 활용했다. 역량진단을 

위해 참여한 학생은 건양대학교 학생385명으로, Pilot 

Test로 진단하였다. 역량진단평가결과 역량별로 4점에

서 1점씩 증가했으나 의사소통능력에서 역량이 감소한 

것은 추후 주의 깊게 분석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각 역량의 총 평균은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 평균 

2점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

생들의 역량이 점차적으로 배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The diagnosis & assessment of the competency 
of Konyang University

1.Resource application
competency 

2.communication 
competency 

3.Social competency

4.Global competency

5.Self-management 
competency

6.Problem-solving 
competency

7.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competency 7 6 5 4 3 2 1

2nd year 68.4 43.2 66.4 67.8 72.4 33.0 73.0

1st year 64.4 35.9 60.4 66.4 72.2 50.4 72.1

비교과영역의 역량 스펙트럼은 취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며, 교과영역의 제한적 학습활동을 보완하여  

‘경험위주’의 다원적 역량개발을 위한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이울러 사회가 요구하는 

현장밀착형 인재 육성 및 질적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

재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

발과 정교한 평가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고

자 한 역량과 그 운영 방안은 역량진단평가로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과 학습활동에 적용하여, 현재 개

발된 시스템에 반영,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업그레이드해 나가고자 한다. 

4.2. 제언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에 투입되는 인재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복합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는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 이런 현상은 기업에 입사한 대졸 사원의 직무지체 

현상을 부르며 직무적응을 위한 재교육에 들어가는 교

육·훈련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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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학문중심, 내용중심으로 교과목을 개발하

고 운영해오던 대다수 교수자 들이 역량 교육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교과목을 개발, 

수업을 재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따라서 역량중심 교육으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구

성원간의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교수자가 수업 운영 및 학

생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중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원적 교육적 접근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역량중심 비교과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운

영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본 연구는 지속적 보완과 정

비를 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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