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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 확립

을 위해 전공교육지원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체

계적･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학차원에서는 

전공교육지원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현실적인 요구와 교육과

정 질 관리의 두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현

실적인 요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평가를 

들 수 있다.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는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에 대한 진단요소로서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에 대한 체계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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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있다. 진단요소에 대한 진단방향으로는 학내･외 

교육환경 변화 대응, 교육수요 분석･반영, 교육의 질 관리 및 

제공 등을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제도

적 노력을 제시하였다(최정윤 외, 2017, p. 3). 즉 교육과정

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노력의 체계성 및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 차원에서는 교육과

정운영 성과 및 교육의 질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육과

정 기준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홍후조, 2016, p. 484).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

는 것은 프로그램의 투입변인･과정변인･산출변인의 효과와 

가치를 판단해서 타당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이종승, 2009, p. 438). 이같은 노력은 전공교육과정 개

선을 위한 체제 구축에 대한 체계적 노력의 일부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교육과정 질관리 차원에서 H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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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ndicators to establishing the education system, focusing the curriculum in each department of 
H University for quality management of the curriculum. The indicator was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cases studies of 
other universities, and the validation of them was confirmed by the Delphi survey method. The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by two 
times, and 16 and 15 people participated for the first and second survey, respectively. We derived the following major results through 
developing the indicator. First, in order to conduct an education inspection of major courses, <validity of planning for major courses>, 
<actuality of education for major courses>, <customized support for students>, <lecture evaluation results>, and <efforts and achievements 
to improve education system>are required. Second, the checking factors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contents in each stage, and 
can be regarded as a core activity in the curriculum. Accordingly, the checking factors become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cator to establishing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indicator can be an expression method that represents the basis data for determining 
the factors to b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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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각 학과의 전공교육에 대한 기본운영체계 점검 지표 개발

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업운영을 포함해서 수업을 위한 준비부터 개선에 대한 노

력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점검은 성과 및 환류

체계 보다는 수업에 관련한 교육운영 과정(process)을 중점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교육 효과성의 산출에 해당하

는 학습자의 성취도를 점검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교육의 진행 상황 전반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의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이 과정에서 교육 활동의 문제점 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

선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김옥남, 2006, p. 1). 다음으

로, 교육과정 운영체계 점검을 통해서 인증 또는 미인증과 같

은 판별이 목적이 아니라 학과가 주어진 점검지표 위주로 전

공교육 운영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잘된 점은 유지･관리하고, 

미흡한 점은 발견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각 학과는 전공교육기본운영체계 점검 지

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객관적인 방법과 체

계를 적용함으로써 자체적인 피드백이 가능할 것이다. 즉, 전

공교육 기본운영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전공교육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능동적인 피드백의 과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지표는 실제 적용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체계 점검 편람 작성을 염두에 두었

다. 그러므로 점검지표는 작성 가능성, 점검 보고서 활용의 

효용성 등을 위해서 간편성과 실용성을 주요하게 여기고 있

음을 밝혀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정(curriculum)의 특징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정 특징에 대해서 신정철 외 4인

(2011, p. 72)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원 교육에 관심을 두기 전의 

교육과정에 의해 대학원 수준의 과목들이 학부수준에 개설되

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학부교육과정을 세부적인 

전공과목으로만 구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세부 전공들 사이에 상호 연계가 부족해서 학문

간 통합의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셋째, 교양과목을 

각 전공과목의 선수학습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공통의 교양교

육 관점보다는 교양과목을 특정 학문계열에 종속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학 교육과정을 분과학문 중

심으로 편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근래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이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학문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느냐에 초점을 둔 역량중심으

로 전환되는 추세 속에서 전공과 교양과목의 구분 없이 역량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유현숙 외, 2013, p. 

302).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통합적 관계는 특히 공학교육

에서 뚜렷하다. 예를 들면 미적분학, 일반물리학과 같이 기초

교육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양교육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교양교육을 전공교육을 위한 지원의 관점에서 운영하

고 있다(손동현, 2010, p. 23).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습

자의 개인적･사회적 역량형성과 직업현장에서 실제 업무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대학교육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

안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다(박민정, 2008, p. 174). 이에 따

라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실제적 맥락에 접목 가능한 실

천적 지식과 인지적･정의적 역량의 함양을 강조한다. 역량중

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

학교육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입학당시와 졸업당시의 역량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과정 내에 학습자

가 수행해야 할 성취수준을 포함하고 있다(강지혜 외, 2019, 

p. 530-531). 이같은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대학교육이 전공교육 뿐만 아니라 타 학문과의 융합을 위한 

개방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구유영 외, 2019, p. 388). 평가에서 무엇을 평가대

상으로 삼느냐와 관계없이 학교의 교육과정(curriculum)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김석

우･이대용, 2012, p. 146).

2.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관점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관점을 세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Steele(홍후조, 2016, p. 458, 재인용)은 교육평가

를 교육자(교사 및 직원)에 대한 평가, 학습자에 대한 평가,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로 분류했다. 그중 교

육프로그램(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내용 자체 평

가’, ‘교육과정 운영 및 과정 평가’, ‘교육과정 성과 및 산물

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평가에서 

평가대상을 무엇으로 제한하느냐에 따라 평가영역과 준거가 

달라진다(홍후조, 2016, p. 460). 다음으로 이종승(2009, p. 

449-456)은 평가연구에 있어서 평가대상과 문제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 절차

를 제시하였다. 먼저 평가 목적의 확인 후에 평가내용을 결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내용으로는 단계별로 투입변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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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산출변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설계가 이루어지

며 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 후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평가보고에서는 ‘관련성과 지표’에서 의도

와 실제의 일치성, 원인과 효과의 관련성 및 경향성, 지표간의 

비교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같은 평가 관점은 정량과 

정성위주의 평가유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

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영역을 살펴보면, 교육

부에서 제시하는 대학교육의 지향점을 알 수 있다. 한국교육

개발원(2019)에서 시행하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세부

추진계획(일반대학)에 의한 진단항목은 1)발전계획의 성과 2)

교육여건 3)대학운영의 책무성 4)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5)학

생지원 6)교육성과이다. 지표유형별 평가방법은 계획, 운영 

현황, 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정량적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여건과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충원율과 같은 정량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배점(총

점 100점)이 가장 높은 항목부터 살펴보면, 교육성과 25점,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9점, 교육여건 20점이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과정보다는 성과 쪽에 배점이 높게 부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대학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반

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을 계획, 실행, 산출

단계로 구분하는 CIPP 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정평가

를 중요시하는 CIPP 모형은 평가전략과 요소들을 살펴본 다

음에 평가설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

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

서 CIPP 모형은 평가자들이 평가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을 만

들어내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Hakan, K. & 

Seval, F., 2011, p. 593). CIPP모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김석우･이대용, 2012, p. 150; 성태제, 2017, 

p. 530; 한홍련･김석우, 2010, p. 160; Zhang, G. et al., 

2011, p. 59).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문제 등에 대한 관련자들의 잠재된 요구를 규명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프로그램의 목

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투입평가(Input evaluation)는 

사용가능한 자원을 결정하고 자원활용에 대한 방법 및 전략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구체화해서 실행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과정평

가(Process evaluation)는 프로그램 절차상의 결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행과정을 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산

출평가(Product evaluation)는 프로그램 산출물의 장점, 가

치, 의미,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이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

램의 지속 및 종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과정 평가 및 지표 개발은 대부분 

CIPP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김옥주, 2019; 강경희, 2020; 차

봉은･손민호, 2020). 

3. 평가지표 개발 연구

박혜림(2007, p. 40)은 교육과정을 운영적인 관점에서 ‘교육

과정의 운영은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자, 학습자, 

시설 및 행정적 지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3영역의 평가준거를 개발했다. 교양교육과정의 평가

영역은 교양교육과정 편성, 교양교육과정 운영, 교양교육과정 

성과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박일수(2010, p. 166)는 교육과정 

평가모형을 ‘국면’, ‘유형’,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3차원의 개념

모형을 개발했다. 국면의 하위차원은 계획, 전개, 실현으로 구성

된다. 유형의 하위차원에는 채택 및 적용, 재구성, 창안이 포함

된다. 구성요소의 차원은 교사, 학습자, 교과, 환경을 포함한다. 

한홍련･김석우(2010, p. 173-175)는 프로그램 평가영역을 상

황평가에서는 요구 및 목표, 투입평가에서는 예산 및 운영, 과정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활동 및 평가, 산출평가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성으로 구분하였다. 황진영(2015, p. 75)은 의예과의 교육

과정 평가영역을 진행 과정에 따라 개발, 운영, 성과영역으로 설

정하였으며, 개발단계에서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단

계에서는 교육방법과 수업관리, 성과단계에서는 교육성과를 평

가항목으로 정했다. 김옥남(2007, p. 58)은 교육과정평가의 단

계를 계획평가, 실행평가, 결과평가로 계획하고 있다. 김옥남은 

계획을 세울 때 목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강조해서,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계획평가 이전에 목표평가를 추가하였다. 또한 결과

평가에서는 목표를 그 준거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과정은 

투입-과정-산출의 공통적인 흐름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교육과정 평가도 운영과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김옥남, 2007, p. 58). 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과정에 

따라 평가를 적용해보면, 투입에서는 ‘계획의 타당성’, 과정에서

는 계획에 의한 ‘실행’, 산출에서는 ‘산출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육과정 평가 및 지표개발에 대한 관심은 교육목

표의 구체화에 기여하고, 교육과정의 선정 및 조직에서 자유 선

택과목의 증가와 전문교양 교과목 운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희･강소연, 2012, p. 64).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공교육 기본운영체계 점검 지표 개발을 위해 교

육과정(curriculum) 평가논리를 모델로 삼았다. 기본운영체계 

점검을 위한 영역–요소–지표 개발과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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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계로 다음의 연구절차를 따랐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이다. 타 대학의 교육인증 지표, 대학평

가 지표 등 관련 도구 및 교육과정평가 준거 및 지표 개발 관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영역-평가요소

-평가지표(안)를 개발하였다. 개발과정 중에는 교내 관련보직

교수와의 지속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서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하

였다. 

둘째, 평가영역-요소-지표 개발의 단계이다.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시안을 교내 교수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점검할 영역의 타당성 및 중요도, 요소

의 타당성 및 중요도, 지표의 중요도에 대해서 평정하고 의견

을 수집하였다.

셋째, 평가영역-요소-지표에 대한 타당화 단계이다. 이를 위

해 예비조사에 의해 수정‧보완된 기본운영체계 점검지표에 대

해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점검영역별 요소와 

지표를 확정하였다.  

2. 조사대상

가. 예비조사 대상

타 대학의 교육인증 모델과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개발된 ‘전

공교육과정 점검 지표’ 개발을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 참여한 교수들은 교내 주요 보직교수들이며 각 단

과대학에서 한 명씩이 포함되도록 구성해서 총 10명이었다. 주

요 보직교수들을 대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점검의 대상이 되는 

대상(학과)과 학교가 추구하는 발전상 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나. 델파이조사 대상(1차, 2차)

예비조사 결과에 의해 작성된 전공교육과정 점검 지표에 대

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

다.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또는 현상을 얼마

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도이다(이종승, 2009, 

p. 103). 본 연구에서는 내용전문가에 의해 검사가 본래 측정

하고자 의도한 속성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델파이 방법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관련 분야

에 대한 전문가로 제한되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많지 않아서 

참여한 전문가 구성원 각각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본 연

구에서는 내부 전문가 8명, 외부 전문가 8명으로 전문가 집단

을 구성하였다. 1차와 2차에 참여한 구성원은 동일하다. 내부 

전문가 집단은 본 대학의 학사관리 체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

며, 대학 평가 등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를 포함하였다. 본 지표가 H대학교 고유의 특성과 전공교육 운

영에 대한 교내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내 교수

의 참여비중을 50%로 정하였다. 타 대학 교수 8인은 각 대학

에서 주로 교육인증 관련한 실무 또는 보직 등을 수행하고 있

는 교수에게 의뢰하였다. 

다음 Table 1은 전문가 집단의 구성과 참여인원을 나타내었다. 

Table 1 Participants in the delphi survey

구분 관련 소속
관련 직위

(전현직을 표시하지 않음)

참여인원

1차 2차

내부
공과대학 / 정보기술대학 /

건설환경조형대학 /

인문사회대학 / 경상대학

교육혁신단장, 

교수학습센터장, 

교무처장, 학장 등
8 8

외부
교육혁신연구원 / 교육학과 / 

IR 센터 / 커리큘럼혁신센터 /

교육품질관리센터 등

연구원, 연구교수, 

교무처장, 센터장 등
8 7

3. 조사도구

가. 예비 조사지

예비 조사지는 점검영역-요소-지표에 대한 타당성 정도와 

중요도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에서는 모

든 항목에 대해서 구조화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으

며, 반응 척도는 리커르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평정

치에서 ‘매우 타당’과 ‘타당’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이은해 외, 2007, p. 266), 각 항목에 대해서는 재진술 

및 의견란을 제공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작성할 수 있

도록 했다. 

나. 델파이 조사지(1차와 2차)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두 번 실시하였다. 1차 조사지

와 2차 조사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지는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5영역, 11

요소, 33지표를 개발하여 다음 Table 2와 같은 구성으로 질문

을 제시하였다. 

Table 2 1st statement contents

구분(개수) 질문의 주요내용
문항유형별 문항 수

선택형 자유기술

점검영역(5)
영역분류에 대한 타당도 1 1

각 영역별 타당도, 중요도 5 1

점검요소(11) 각 요소별 타당도, 중요도 11 1

점검지표(33) 각 지표별 타당도, 중요도 3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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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기본운영체계 점검’을 위한 평가

영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위원 16명에게 영

역분류에 대한 타당도, 각 평가영역 및 요소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를 5점식 리커르트식 척도에 표시하고 의견을 자유롭

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영역-요소-지표에 대

한 중요도를 리커르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 중 ① 전
혀 타당하지(중요하지) 않음과 ② 타당하지 않음(중요하지 않

음)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꼭 제시하도록 요청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5영

역 11요소 31지표를 개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에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의한 타당도 및 중요도의 평균과 사분위수 

범위를 제공하였다. 또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의해 점검영

역-요소-지표를 분류했으며, 점검요소 및 점검지표에 대한 상

세설명을 부가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의 구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2nd statement contents

구분 (개수) 질문의 주요내용
문항유형별 문항 수

선택형 자유기술

점검영역( 5) 각 영역별 중요도 5 -

점검요소(11) 각 요소별 중요도 11 -

점검지표(31) 각 지표별 중요도 31 5

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기본운영체계 점검’을 위한 점

검영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위원에게 점검영

역 및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5점식 리커르트 척도에 표시하

고 각 영역별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척도 

중 ①전혀 타당하지(중요하지) 않음과 ②타당하지 않음(중요

하지 않음)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꼭 제시하

도록 요청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와의 다른 점은 타당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자유기술란을 영역별로 제시하

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공교육과정 점검을 위한 영역-요소-지표

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 분석 방법을 사

용했다.

첫째, 점검영역-점검요소-점검지표에 대한 타당성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둘째, 점검영역-점검요소

-점검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평균값과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산출하였다. CVR(Content validity ratio)은 내

용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산출하였다. CVR값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된다. 패널 수가 30명일 

때는 .33 패널 수가 20명 이상일 경우 최소 .42이상의 값을 기

준으로 하고 있다(박경옥 외, 2013, p. 117). 본 연구에서는 패

널 수가 20명에 이르지 못하지만 .42 이상 값을 타당한 기준으

로 삼았다.

IV. 기본운영체계 점검영역-요소-지표 개발

1. 점검영역-점검요소-점검지표 개발

전공교육과정 점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 대학의 인증 

평가사례, 대학평가 편람 및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전문가 협의회에서 ‘교육과정 및 방법’과 ‘교육성과’ 부분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평가 영역을 탐색하였다. Table 4에

서는 교육과정 인증 시스템 운영 관련한 타대학의 주요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Table 5에서는 이에 따른 각 대학의 인증 및 평

가기관별 평가영역을 분류 및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교육과정을 계획단계, 실행단계, 산출단

계에 따라 점검하기로 하였다.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교육과정의 정의방식과 진행과정에 따라 평가논리가 정립되

고, 그에 따라 평가모형이 개발된다. 교육과정을 진행과정에 

따라 계획한 교육과정(계획단계), 실천한 교육과정(실행단계), 

성취한 교육과정(산출단계) 세 가지 측면으로 구현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논리 또는 속성을 잘 반영한다(홍후조, 2016, p. 

462)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Fig. 1은 박혜림(2007, p. 

62)이 제안한 교양교육과정 평가영역의 설정과정과 평가요소

를 참고해서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교육과정 진행단계는 계

획-실행-산출로 구분하였으며, 단계별로 해당하는 활동은 계

획단계에서는 계획활동, 실행단계에서는 교과목 운영활동, 산

출단계에서는 성과관리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각 활동에 대한 

평가영역으로는 계획의 타당성, 운영의 실제, 성과 평가관리, 

개선내용 및 노력으로 구성하였다. 계획의 타당성에서는 계획 

설정의 근거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운영의 실제에서는 운

영의 체계성, 운영의 현황을 평가할 것이다. 성과 평가관리에

서는 운영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개

선내용 및 노력에서는 교육운영과정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

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다. 각 활동에 대한 평가

요소는 각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구체화시킨 것이며 구체화된 

내용은 평가지표를 작성하는데 기본이 된다. 최종적으로는 평

가지표에 대한 성취정도를 파악하며, 결과에 따른 피드백 제공

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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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평가영역에서는 성과관리를 ‘성과평가관리’와 ‘개선내용 

및 노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성과평가관리 영역에서 평가요소

로 산출 및 성과평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전공교육과정 점

검’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리의 과정을 통해 학과별로 전공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점검영역-점검요소-점검지표의 타당성 분석

가. 예비조사 결과

예비조사 결과, ■전공교육의 전문성, ■수업의 실제 영역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특히 ■에서는 지표에 해당

Table 4 Cases of implementations by other universities

대학 프로그램명 운영 기간 현황 요약 

A - 자체전공교육인증
2013 – 현재
(2020년 기준)

- 2018:2개 학과 인증, 6개 학과 재인증

B - 자체전공교육인증
2010 – 현재
(2020년 기준)

- ‘교육수월성 시스템’으로 변경

C

- 학과(부) 교육과정 인증
- 교양 교육과정 인증
-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
- 융합 교육과정 인증

2016:편람 배부
2017:인증보고서

- 2017:전공기초인증(13개) / 전공개발인증(6개)

- 2019:전공기초인증(4개) / 전공개발인증(3개) / 전공성과인증(4개)

D

- 자체 전공교육과정컨설팅 2017 - 2018
- 2017:5개 학과 시범 운영
- 자체전공교육과정 컨설팅 시범운영

- 전공공통프레임워크
2018:시범 운영
2019:전체 운영 

- 2018:4개 학과 대상 운영
- 2019:전학과

- 전공교육 모니터링단  2018. 3. - 수요자 중심 전공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 목적

Table 5  Classification of assessments by institutions

평가영역 세 부 내 용

요구분석 - 학과(부) 교육과정 현황 및 요구 분석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 학과(부) 발전 방향  및 인재상 
- 핵심역량기반 : 핵심역량 설정 / 전공교육 목표와 인재상과의 연계성 / 교육과정 운영전략 수립

지원체제
- 진로지도 : 진로 및 취업지원
- 교육지원 : 학업 및 적응지원

수업운영
- 수업계획 : 교육과정 편성 체계 및 절차 
- 교과목 운영 : 교육과정 모델 개발 / 교과목 이수체계 및 운영
- 핵심역량기반 : 교과목과 핵심역량간의 연계 / 핵심 역량평가에 적합한 평가 방법 / 스페셜 프로그램과 핵심역량간의 연계

수업평가 및 환류 - 교육과정 운영성과 평가 및 관리 : CQI 참여 및 환류 실적 / 교육과정 개선 체계 / 산업계 및 사회요구반영 현황

시설 현황 - 시설 장비현황

교육과정 진행단계 계획 실행 산출

교육과정 단계별활동 계획 교과목 운영 성과관리  

평가영역 계획의 타당성 운영의 실제 성과평가 관리 개선내용 및 노력

평가요소

• 관련집단의 요구 분석 및 

반영

• 교육목적의 타당성

• 교과목 편제의 적절성

• 전공교육의 전문성

• 강의계획서품질

• 수업운영

•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생관리

• 중간/기말 강의평가

• CQI 보고서

• 교육과정 개선 노력

• 교육과정 개선 성과

Fig. 1 Activities in the processing of the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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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험실습교육, ■다중전공과정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

면, 전공교육 전문성에 대한 재개념화의 필요성과 그에 부합하

는 평가요소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들을 반

영해서 평가영역 및 요소 조정, 용어를 재정의하였다. 또한 교

육과정에 대한 다의적 해석을 줄이기 위하여 프로그램명을 ‘학

과별 전공교육 기본운영체계 점검’으로 수정하였다. 이같은 예

비조사 결과에 의해 1차 델파이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다음 

Table 6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자유기술한 내용들을 점검영역으

로 분류해서 일부를 제시하였다.

Table 6 Examples of preliminary findings

점검영역 예비조사 결과 의견(일부 발췌 및 요약)

계획의 
타당성

- 특정 전공(경상, 인문)분야는 산업체와의 협력이 상
대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평가 비율의 축소를 제안함 

전공교육의
전문성

- 운영현황 지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보임
- “학과 내 세부 전공간의 교육과정 수립체계의 적절

성 및 세부 전공간의 융복합 교류체계”에 대한 평가
요소의 추가가 필요

수업의 실제 - 평가요소 중 ‘강의계획서 품질’ 매우 좋음

학생평가 및 
추후관리

- 단순한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전공학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므
로 ‘학생평가’ 대신 다른 용어 필요

강의평가 및 
추후관리

- 학과차원에서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매우 어
려움

교육과정의 
지속적 발전

- 개선 실적으로 도출된 개선사항이 실제로 적용되어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나. 1차 델파이조사 결과

먼저 5영역 11요소 33지표에 대한 전문위원들 평정결과에 

의하면, 점검영역에서는 ■학생수준별 지원에 대한 중요도

(4.53)가 가장 높았고, 점검요소에서는 ■관련집단의 요구분석

(4.53)과 ■강의계획서의 품질(4.53)이 가장 높았다. 점검지표

에서는 ■관련 분야 주요 직군별 요구 분석(4.53)이 가장 높았

다. 5점식 리커르트 척도에서 4.53은 ‘중요함’과 ‘매우 중요함’

의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다. 조사지 문항은 타당성과 중요도에 

대한 질문이 구분되어 있지만, 응답지에서는 진술이 구분되지 

않아서 여기서도 타당성과 중요도를 구분하지 않고 요약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과별 전공교육 기본운영체계’ 점검

을 위해 점검영역과 점검요소 안에 교과목 단위에서의 점검요

소와 시스템에서의 점검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점검영역을 계획, 

실제, 개선 노력, 성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타

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특정 영역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또한 ■학생 수준별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영역 ■■가 실

현된 정도를 학습자의 학습경험과 학습결과를 토대로 점검될 

수 있도록 지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학

업성취 수준별로 학습자들이 경험한 학습과정과 결과를 진단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교내 교수는 지표 ■에서 

학생들의 능력편차 및 학습열의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PBL과 플립러닝 등과 같은 학생참여형 수업에서는 

본 대학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차 델파이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Table 7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지에서

의 수정사항 일부를 제시하였다.

Table 7 Revisions to the 1st delphi survey

구분 1차 델파이 조사지 2차 델파이 조사지

영역명 수정 학생 수준별 지원 학생 맞춤형 지원

요소명 수정

전공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전공교육운영현황

진로탐색 프로그램 희망진로에 따른 학생지원

지표추가 -
교수의 요구분석 실시 및 반영여부
전공관련 현장 연계 교육 운영 현황

지표상세화 목표진술의 명확성
전공지식범위에 대한 표현의 구체성
전공자로서 도달해야할 목표 제시

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점검영역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평정결

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8 2nd delphi survey results : evaluation area(N=15)

점검영역
평균

CVR
매우
중요

중요함 보통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1차 2차

전공교육
계획의 
타당성

3.93 4.23 0.73 ⑤ ④ ③ ② ①

전공교육의 
실제

4.47 4.54 1.00 ⑤ ④ ③ ② ①
학생 

맞춤형 지원
4.53 4.00 0.60 ⑤ ④ ③ ② ①

강의평가 
결과 활용

4.20 4.00 0.73 ⑤ ④ ③ ② ①
교육운영 

개선 노력과 
성과

3.73 4.23 0.73 ⑤ ④ ③ ② ①

점검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평균과 2차 델파

이 평균을 비교해보면, 5개의 영역 중 3개 영역의 평균값이 높

아졌으며, 2개 영역의 평균값이 낮아졌다. 점검영역 중 중요도

가 가장 높은 영역은 ■전공교육의 실제로 나타났다. 그에 비

해 ■학생 맞춤형 지원과 ■교육운영 개선 노력과 성과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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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는 ■

학생 맞춤형 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점검영역에 대한  CVR 값은 모두 .6 이상의 값으로 

산출되었다. 

다음의 Table 9에서는 점검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Table 9 2nd delphi survey results : evaluation factors(N=15)

점검영역 점검요소
평균

CVR 사분위 값
1차 2차

■
1.1 4.53 4.38 1.00 ⑤ ④ ③ ② ①
1.2 4.20 4.42  1.00 ⑤ ④ ③ ② ①
1.3 4.47 4.58  1.00 ⑤ ④ ③ ② ①

■
2.1 4.53 4.15 0.60 ⑤ ④ ③ ② ①
2.2 - 4.23 0.73 ⑤ ④ ③ ② ①
2.3 3.87 4.00  0.73 ⑤ ④ ③ ② ①

■
3.1 4.40 4.15 0.87 ⑤ ④ ③ ② ①
3.2 3.73 3.92  0.73 ⑤ ④ ③ ② ①

■
4.1 3.87 3.85 0.73 ⑤ ④ ③ ② ①
4.2 4.07 4.15  0.73 ⑤ ④ ③ ② ①

■ 5.1 4.33 4.31 0.73 ⑤ ④ ③ ② ①
⑤매우중요 ④중요함 ③보통 ②중요하지 않음 ①전혀 중요하지 않음

점검영역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2영역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점검요소로는 ■‘전공교육 운영 현황’으로 나타났다. 점

검요소들만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교과목 편제의 적절성이 

가장 높고, ■강의평가 결과분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11개의 점검요소 중 5개의 점

검요소에 대한 평균값이 상승하고, 6개의 점검 요소에 대한 평

균값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평균값이 

상승한 점검요소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였다. ■전공만족도 

조사 결과 및 반영, ■희망진로에 따른 학생지원, ■‘강의평가 

결과 분석’ 영역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평균이 하위에 속했

으며, 2차 조사에서도 중요도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점검요소

에 대한 CVR 값은 모두 .6 이상의 값으로 산출되었다. 

다음의 Table 10에서는 2차 델파이 점검요소별 점검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균과 사분위 값을 제시하였다. Table 10을 살

펴보면,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점검지표 3

개는 ■교육목표 진술의 명확성, ■교과목 간의 위계성, ■교

수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조사와 

비교해보면, 1차 조사에서는 ■재학생의 요구분석 실시 및 반

영 여부, ■관련 분야 주요 직군별 요구 분석, ■CQI 보고서에 

의한 강의개선 요청사항 반영 현황 영역이 높게 나왔던 결과와

는 다른 결과이다. 기술내용에서는 교내외 위원들이 공통적으

로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내었다. 핵심역량 비율 설정의 임의성과 학과 교수의 소극

적인 참여로 인해 내부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지

적이 있었다. ■단일전공과 다중전공 이수 현황에 대해서는 교

내 교수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이 제도는 본 대학만이 운

영하는 특화된 학사제도이다. ■학사경고자 지원 시스템과  ■

성적우수자 지원 시스템은 중요도도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성적우수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이 

Table 10 2nd delphi survey results : evaluation indicators 
(N=15)

점검지표
평균

CVR 사분위 값
1차 2차

1.1.1 4.47 3.69 0.60 ⑤ ④ ③ ② ①
1.1.2 4.00 4.00 0.60 ⑤ ④ ③ ② ①
1.1.3 - 3.92 0.33 ⑤ ④ ③ ② ①
1.1.4 4.53 4.31 0.87

1.2.1 4.47 4.62  0.87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3.1 4.13 3.85 0.47 ⑤ ④ ③ ② ①
1.3.2 4.40 4.62  1.00 ⑤ ④ ③ ② ①
1.3.3 4.07 3.92 0.60 ⑤ ④ ③ ② ①
1.3.4 4.20 4.23  0.87 ⑤ ④ ③ ② ①
2.1.1 3.87 3.62 0.20 ⑤ ④ ③ ② ①
2.1.2 4.00 3.92 0.47 ⑤ ④ ③ ② ①
2.1.3 4.40 4.31 0.60 ⑤ ④ ③ ② ①
2.1.4 4.13 4.17  0.71 ⑤ ④ ③ ② ①
2.2.1 3.67 3.92  0.33 ⑤ ④ ③ ② ①
2.2.2 4.07 4.38  0.87 ⑤ ④ ③ ② ①
2.2.3 - 4.00 0.60 ⑤ ④ ③ ② ①
2.3.1 3.80 3.85  0.60 ⑤ ④ ③ ② ①
2.3.2 4.00 4.08  0.73 ⑤ ④ ③ ② ①
3.1.1 3.67 3.54 0.33 ⑤ ④ ③ ② ①
3.1.2 3.73 4.00  0.60 ⑤ ④ ③ ② ①
3.1.3 3.93 4.08  0.60 ⑤ ④ ③ ② ①
3.2.1 4.00 4.08  0.60 ⑤ ④ ③ ② ①
4.1.1 3.80 3.69 0.47 ⑤ ④ ③ ② ①
4.1.2 4.00 3.85 0.60 ⑤ ④ ③ ② ①
4.1.3 4.00 3.69 0.33 ⑤ ④ ③ ② ①
4.2.1 3.80 3.69 0.33 ⑤ ④ ③ ② ①
4.2.2 4.27 4.46  1.00 ⑤ ④ ③ ② ①
5.1.1 4.13 4.23  0.73 ⑤ ④ ③ ② ①
5.1.2 3.87 3.77 0.33 ⑤ ④ ③ ② ①
5.1.3 4.40 4.31 0.73 ⑤ ④ ③ ② ①
5.1.4 3.87 3.85 0.60 ⑤ ④ ③ ② ①

⑤매우중요 ④중요함 ③보통 ②중요하지 않음 ①전혀 중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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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서 두 지표를 최종 

지표에서는 ‘학업성취도 수준별 지원 시스템’으로 통합하였다. 

■의 단계별 강의활동 분석에 대한 과목별 총점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교수의 고부담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지표에서는 삭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해 전문위원들은 1차 결과를 반영해

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주었으며, 특

정 지표의 구체화에 대한 요구와 일부 점검지표 등에서는 상반

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3.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점검 지표 개발 결과

1차와 2차의 델파이 조사 과정을 통해 개발한 ‘전공교육 기

본운영체계 점검’을 위한 영역-요소-지표는 최종적으로 5영역 

12요소 29지표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Table 11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검영역-점검요소-점검지표이다.

Table 11 Final classification of indicators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전공교육과정 점검을 위해 학과

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별 요소와 지표를 개발하

는 것이다. 그동안의 교육과정 점검이 상위 부서에서 최종 산

출물 위주로 성과와 환류를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게 본 교육과

정 점검 지표에서는 해당 학과에서 과정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강조했다. 교육의 성과를 교육의 과정 중에 발

생하는 여러 여건들 위주로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 진행 중에 

필요한 것과 그에 대한 대안을 교육과정 운영 주체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공교육과정 점검을 위한 지표 개발은 프로

그램 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교육인증을 위한 타 대학의 

인증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전공교육과정 점검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와 2차에 걸쳐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해 전공교육과정 점검 지표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공교육운영 과정의 단계별 활동은 <계획>, <교과목 

운영>, <성과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교육운영을 점검할 

때 단계에 따른 과정(process)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점검영역은 각 단계에서 점검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며, 전공교육과정 점검을 위해서는 <전공교육 계획의 타당성>, 

<전공교육의 실제>, <학생 맞춤형 지원>, <강의평가 결과 활

용>, <교육운영 개선 노력과 성과>와 같은 5개 영역으로 구성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학과별로 전공교육 점검을 할 때 점

검해야 할 영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끝으로, 점검요소는 점검영역별로 점검할 대상에 속하는 것

으로서, 교육과정 중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점검요

소는 점검지표를 설정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이며, 점검지표는 

점검영역 점검요소 점검지표

전공교육
계획의 
타당성

관련집단의 
요구분석

재학생의 요구분석 실시 및 반영 여부

졸업생의 요구분석 실시 및 반영 여부

해당 전공분야 발전 방향 분석

 관련 분야 주요 직군별 요구 분석

교육목표의 
타당성

진술의 명확성

 교과목 
편제의 적절성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교과목 간의 위계성

교과목 편성의 학업부담 균형성

교과목 개발 현황(3년 이내)

 

전공교육의 
실제

강의계획서의 
품질

확장형 강의계획서 사용 현황

주차별 강의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교과목별 목표 진술의 명확성

수업 운영 방법의 적절성

전공교육
운영 현황

단일전공과 다중전공 이수 현황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현황(비교과과정 포함)

전공관련 현장 연계 교육 운영 현황

 학과만족도 
조사 결과 및 

반영

학과만족도 조사 실시

학과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여부

학생 
맞춤형 
지원

 학업성취도 
수준별 관리

학업성취도 현황 파악 

학업성취도 수준별 지원 시스템

희망진로에 
따른 학생지원

진로 탐색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영역 점검요소 점검지표

강의평가 
결과 활용

강의평가 결과 
분석

중  간 강의평가 실시 현황

학기말
과목별 강의평가 결과 

문항별 강의평가 결과

강의평가결과 
반영 노력

강의평가결과 수준별 지원 시스템 및 활용

교수(teaching)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교육운영 
개선 

노력과 
성과

교육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적인 교육품질개선 보고서(CQI) 보고서 
작성 현황 및 분석(역량별 

성취수준분석/단계별 강의활동 
분석/교수자의 환류 노력)

교육운영 
환류시스템 

CQI보고서반영 현황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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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표현방식

으로서 ‘학과별 전공교육 기본운영체계 점검’을 위한 프로그램

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점검 지표는 실제 적용 및 운영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점검 지표 작성을 

위한 편람 작성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효용성을 갖춘 

점검지표 개발에 따라 점검지표 보고서 작성이 충실하게 이루

어질 때, 학과별 전공교육 기본운영체계에 대한 실제적인 점

검이 가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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