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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

Operational System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extra-curricular 
Programs to Support the curriculum

김은주*, 김경섭**

Eun-Joo Kim, Kyung-Seop Kim

  
요 약 본 연구는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현황을 조

사하고 교양교육에 있어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체계와 성과관리의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 8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 분석은 핵심역량 유무, 전산시스템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가

이드, 학점연계 및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각 대학별 운영체제 특징과 장・단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E대학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와 그에 따른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에 있어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체계와 성과관리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가이드, 학점연계 및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또한, E대학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분석결과, E대학은 핵심역량 기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E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관리는

EU-TQM시스템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 요 어 :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 성과관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system of the curriculum support 
extra-curricular program, focusing on the extra-curricular program operation system of other universities, and 
suggest the desirable operation system and performance management plan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 in 
cultural education. To this end, the analysis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 operation system of eight four-year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as conducted on the existence of core competencies, computer 
systems and extra curricula program guides, credit-linked and mileage scholarship programs, and the analysi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merits and demerits of each university's operating system. It was also intended to 
propose the desirable operation system and performance management plan of the extra curricula program in 
liberal arts education, focusing on the operation system of the extra curricula program of E University and the 
corresponding performance management. Conclusion To operate the extra curricula program efficiently, the 
computer system and the extra curricula program guide, credit link and mileage scholarship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system of the curriculum support program of E University 
shows that E University operates systematically with the direction of operation of the core competency-based 
curriculum support extra-curricular program,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extra curricula program of 
E University is carried out through the EU-TQM System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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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많은 대학들이 전공 및 교양교과 중심의 교육

외에 다양한 역량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과과

정 이외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업무역량은 전공 및 교양교과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

러한 현상은 대학으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의 역량, 소

양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교육과정 이외에 별

도로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

는다.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주요 교육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자율성, 다양성, 사회

적 책임, 세계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

성하는데 필요하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의 목적 이외에 정규

교육과정을 지원 또는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생

들의 대학생활 적응, 대인관계, 진로, 학업성취 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1-2], 교과과정의 학문적 지식

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국내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을 살

펴보면 인문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교육내용이 많

다 [4].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인성, 사

회봉사, 진로지도, 학습지도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

다. 이처럼 비교과 프로그램은 단지 인문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제한적으로 교육내용을 운영할 것이 아

니라 교과 내용을 지원하고 심화할 수 있는 차원의 내

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과 성과관리가 필

요하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프로

그램들이 실제 관련 교과목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양교육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

과와 비교과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마련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교양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교과지원 비교

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교양교육에

있어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체계와 성과

관리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와 E대학의 교양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

영체계 및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교양교육 발전에 있어 교양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

그램의 운영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사례 분석이다. 분석 자료로 우선 숭

실대, 단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등 총 8개 4년제 대학

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은 E대학의 교양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와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교과지

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자체평가 보고서, 교양교육 학

습성과 분석 보고서, HUMAN 핵심역량 진단분석 보

고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한다.

Ⅱ. 사례기반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 분석은 핵심

역량 유무, 전산시스템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가이드, 학

점연계 및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각 대학별 운영체제 특징과 장・단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

Table. 1 Operating System of extra-curricular programs

at Other Universities

학교
시스템

명

핵심

역량

구성

마

일

리

지

제

도

학

점

연

계

제

도

전

산

시

스

템

운

영

가

이

드

제

공

숭실
대학교

FUN
시스템

창의,
융합,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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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숭실대학교의 경우, 핵심역량과는 별개로

7대 학습역량(고등사고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정서,

동기, 학습전략, 학습환경관리) 진단을 동시에 실시하

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역량에 따라 단계를 역

량개발→역량강화→역량활용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이

수체계를 갖고 있으며, FUN 시스템은 3대 추진전략

별로 운영하고 역량별 인증(MAX인증)과 종합인증(숭

실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핵심역량과는 별개로 학습역량

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국제화, 진로심리 상담지원,

성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목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

다. 또한 학과별 마일리지 최고 득점자 2명을 선정하

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학생역량 진단분석결과

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역량진단, 경력관리, 전문상담,

이력DB구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단순 비

교과 프로그램의 통합관리가 아닌 역량 및 경력 관리

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3대 인재상과 5대 핵심역

량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Experience의 머리글자로 실천하는 인재-나(개인), 우

리(사회), 누리(세계)의 3차원적인 비교과 활동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직무역량 기반의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으며, 다빈치 핵심역량, 직무역량, 창업역량

으로 구성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년별 관리가 가능

하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총 103개의 프로그램으로 19개

부서 및 공과대학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년별이 아닌 인식→개발→고취→유지의 4단계

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천대학교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운영 전

담 부서(아르테크네센터)가 있고, 비교과 프로그램 전

산시스템과 학생이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전산시스

템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개발

중에 있다.

한신대학교의 경우, 학부(교수-학생)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이 총 358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비교

과프로그램 관련 시스템(비교과프로그램관리, 데이터

분석, 역량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역량지원센터

가 비교과와 IR의 기능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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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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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대학 교양 교과목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1. E대학 교양 교과목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E대학 교양 교과목은 대학의 5대 핵심역량을 기반

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교양 교과목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교과지원 비교

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는 표 2와 같다.

표. 2 E대학의 교양 교과목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Table. 2 Extra-curricular program linked to liberal arts
subjects of E university

역
량 교양 교과목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교

과

H
작문과 화법
인성과 대학생활
인성과 미래설계

오거서1, 2 프로그램 인문

EU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인문

EU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인문

U
대학영어I

영미문학의 이해

EU예비대학영어집중프로그램 영어

EU영어능력향상프로그램 영어

EU글로벌·창의역량강화프로그램 영어

M
EU인문과학
콘서트

생명윤리기반 창의융합교육 프
로그램

과학

창의공작소 인문

A
인성과 대학생활
인성과 미래설계
EU인성세미나

EU 후마누스인성프로그램 인성

EU 호모후마누스인성프로그램 인성

EU HCL인성프로그램 인성

N
작문과 화법

국어클리닉
EU소통·창의역량강화프로그램

국어

영어회화 I 영어 클리닉 영어

E대학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E대학의 5대

핵심역량인 인문학적 역량(H : Humanitic), 글로벌 역

량(U: Universal), 창의융합역량(M : Multidisciplinary),

봉사헌신 역량(A : Altruistic), 소통협업 역량(N :

Networking) 기반 교양 교과목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적 역량(H : Humanitic)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 중 [작문과 화법]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이고, 1학년 전체 교양필수 교

과인 [인성과 대학생활], 2학년 전체 교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미래설계]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1,

2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독서활동 중심의 오거서 I, II

프로그램과 지원학생 중심의 2박3일 현장체험활동으로

구성된 EU 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글로벌 역량(U: Universal)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

중 [대학영어 I]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신입

생 대상 입학전 시행되는 EU예비대학 영어집중 프로

그램, EU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있고, [영미문학의

이해]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EU글로벌·창

의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창의융복합 역량(M : Multidisciplinary)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 중 [EU인문과학콘서트]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창의융복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콘텐

츠 제작과 관련된 생명윤리기반 창의융복합 교육 프로

그램과 창의공작소 프로그램이 있다.

봉사헌신 역량(A : Altruistic)에 해당하는 교양 교

과 중 1학년 전체 교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대학생활],

2학년 전체 교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미래설계]의 교

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1, 2학년 전체가 참여하

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EU 후마누스 인성프로그램과

EU-HCL 인성프로그램이 있다. 3~4학년은 [EU 인성

세미나]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생주도 팀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EU호모 후마누스 프로그램이 있

다.

소통협업 역량(N : Networking)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 중 [작문과 화법]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1:1글쓰기클리닉으로 운영되는 국어클리닉 비교과 프

로그램이 있고, 말하기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

는 EU소통창의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이고, 1학년 전

체 교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대학생활], 2학년 전체 교

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미래설계]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1, 2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독서활동 중

심의 오거서 I, II 프로그램과 지원학생 중심의 2박3일

현장체험활동으로 구성된 EU 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이 있다.

이처럼 E대학 교양 교과목의 5대 핵심역량 기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현재 해당 교양교육의 목

표인 인성, 소통,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 Fig 1과 같이 교양교육의 목표에 따라 비교과 프로

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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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대학 교양교육 목표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도
Fig 1. Extra-curricular program system according to E
university's liberal arts education objectives

E대학은 교양교육의 목표인 인성, 소통,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달성하기 위해 인성 영역의 비교과 프

로그램으로 EU후마누스 인성프로그램 외 4개 인성관

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통 영역의 비

교과 프로그램으로는 국어클리닉 외 5개 국어, 영어,

독서활동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

의성 영역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EU창의공작소 프

로그램 외 1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대

학은 교양교육 목표 3개 영역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총

13개 운영하고 있으나, 교양교육 목표 영역별 운영 비

교과 프로그램의 균형성이 미흡하다. 특히, 창의성 영

역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의 운영에 비해 적은 수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

어서 개방형 혁신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창의성 영역

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E대학 교양교과목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E대학 교양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매년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

하고 있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데이터 기반 정기적인

환류체계로 교양교육의 질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그림 2. E대학교양교육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체계
Fig 2.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system for liberal arts
education in E university

Fig 2와 같이 E대학 교양교육은 성과관리를 위해

우선, 인성영역, 기초영역, 핵심영역으로 구성된 교양

교육영역별 성과관리를 위해 인성영역의 경우 [인성과

대학생활], [인성과 미래설계] 교과목으로 해당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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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 인성발달 변화와 수업만족도 측정과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

초영역의 경우 1학년에 교양필수로 이수하는 대학영어

I의 수준별 영어교육을 위해 해당 교과를 중심으로 모

의토익 진단평가를 전체 실시한 후 수준별 반 편성에

따른 교육을 진행한다. 핵심영역의 경우 E대학의

HUMAN 핵심역량에 대한 사전, 사후 진단을 실시하

여 교양교육의 투입에 따른 교육효과성을 분석한다.

또한 교양 교과 지원 전체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해 비교과프로그램의 만족

도, 효과성 등을 진단하여 환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양교육의 학습성과는 ‘교양교육 영역별 성과진단 방

안연구’에서 개발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

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교양교과와 비교과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5]. 또한 교양교과의 교육만족도

를 진단하여 역량기반 교양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과 교양교육 운영 개선에 환류하고 있다. 교양교육 만

족도는 한국교육개발에서 5개년(2013-2017) 계획으로

미국의 NSSE, CSEQ 등을 참고하여 한국 대학 상황에

맞도록 국가수준의 교수-학습역량진단도구(NASEL:

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의 하위영역 중 교양수업에 대하여 목적 적합

성과 방법의 적절성, 운영의 효과성 및 효과성 면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바를 조사한 문항으로 측정한다.

교양교육의 TQM 체계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담당

교수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교수자가 교과목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성과와 실제로 수강생들이 그 교

과목을 통해서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학습성과 사이에

발생하는 미스매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성

찰하도록 교과목별 CQI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차원적 측면에서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데이터 분석 및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6-8].

Ⅳ. 논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교육은 학생중심의 자율성과 다양성

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가치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9].

이처럼 비교과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는 달리 학

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요구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

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10],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E대학의 EU-TQM 성과관리 시스템은 교양

교육 전반에 대한 진단, 성과분석 및 개선으로 연결되

는 종합적인 질 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인성영

역, 기초영역, 핵심영역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 조사, 교

양교육전반과 수업에 대한 재학생 인식 및 만족도조사,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참여율과 만족도 조사

등의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기관의 자료인 학습성과

진단도구를 활용한 기초학습역량, 지식·경험·사고 능력

등을 포함한 교양교육과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한 이 시스템은 연도별 종단분석, 핵심역량의 향상도

분석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

반으로 교양교육과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 성과관리 시스템은 18년에

체계화를 하여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E대학은 학내 설치된 IR센터와 교육과정인증센터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

계를 중심으로 교양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교양교육에 있어서 비교과 프로

그램의 바람직한 운영체계와 성과관리의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을 중심으

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분석하고, E대학 교과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와 그에 따른 성과관

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에 있어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체계와 성과관리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많은 4년제 대학에서는 비교

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가이드, 학점연계 및 마일리지 장

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대학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분석결과, E대학은 핵심역량 기반 교과지원 비교과 프

로그램의 운영 방향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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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관리는 EU-TQM시스템이라고 하는 성과관리

통합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환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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