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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대구대학교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기반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방략

The Operation Plan of the Community-Linked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between Chosun University and Daeg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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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대구대학교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기반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방략을 탐색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일선 대학 현장에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전공이나 교양
단위의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형태와 절차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유형과 체계가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교과 연계 비교과 교육”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감안할
경우 매우 중요한 위상과 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경향의 프로
그램 자체의 수준에서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 학습 및 취업 연계를 비롯한 각종 지역사회 연계형 문제해결학습 역
시 포괄할 수 있는 성격과 이점을 가진다. 위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를 조망하여 “지역 연
계 장애인평생교육”을 주요 주제와 내용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략을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한 연구 내용의 모델 정립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략”,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 “양 대학 간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 프로
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체계”로 제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략”은 조선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산하 K-PACE센터, 기타 위원회 및 부서 등이 상호 협업 및 소통하는
절차가 상세히 도식화되었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은 비교과프로그램에서 구성되어
야 할 학습 내용과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도식화되었다. 세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지역 연계 장애인평
생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종합체계”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근거요소들을
로드맵의 차원으로 종합화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양 대학 간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
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심화적으로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과제를 조망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조선대학교, 대구대학교,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Abstract Based on the MOU between Chosun University and Daegu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exploring the operation strategy of a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on the them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community connection. In front-line university sites,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s are often recognized as forms and procedures to assist in subject learning at the major or liberal arts 
level, but they have a very important status and identity considering that they are classified as "learning 
competency reinforcement support", "career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employment and start-up support", 
“subject-linked extracurricular education”. Accordingly, the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s has the nature and 
advantage of covering not only the level of the one-time trend program itself, but also various community 
-linked problem-solving learning, including students' major learning and employment linkage. As part of the 
abov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strategy for the operation of a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s with the 
main theme and content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y viewing Chosun University and Daegu 
University.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largely presented as "organizational operation strategy between two 
universities," "operation strategy of curriculum between two universities," and "comprehensive system for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s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etween the two universities". 
First, the first research content, "Organized Operation Strategy between Two Universities," was schematized in 
detail the process of collaborating and communicating with Chosun University's cent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Daegu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other committees and departments. The second 
research content, "The Curriculum Operation Strategy between Two Universities", is a detailed schematic 
diagram of the learning contents, methods, and procedures to be organized in the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The third study, "Comprehensive System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Operation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etween Two Universities," presents the results of synthesizing the basis elements 
essential for operating the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at the level of a roadmap.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see the project tasks that could be promoted in-depth through the operation of a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o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MOU between the two universities.
Key w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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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교육 혁신(innovation)에서 학생지원의 영역은

주요한 성과 기준이 된다 [1]. 위 영역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등에 따라 대학 현장의 교육혁신을

판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여러 적용

방략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현장에서 학생 지원

을 위한 실천 방략은 비교과 교육과정(extra-curricular

activities)으로 구성된다 [2, 3]. 비교과 교육과정은 교

과과정과 상호 구분되면서 연계되는 개념과 범주에 해

당하며, 학생들이 창의융합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한 일

환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

다 [4]. 비교과 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이 전공, 교양 교과의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

지 않는 교육활동으로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학습 목표

및 내용, 방법, 평가의 제반 차원에서 “함께 하는 활동”

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따라서 정규교육과정과 비교

과 교육과정 간에 조망되는 ‘구분(division)’의 개념은

학사운영제도상의 표면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뿐 실천

적인 수준에서 ‘연계(connection)’의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다 [6]. 종합적으로, 대학 현장에서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은 전공 교과 등의 정규교육과정 차원만

으로 달성되기 어려우며, 상호 연계적이고 동등한 범주

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의 리더십(leadership)으로의 확장

을 활발하게 촉구해야 한다 [7, 8]. 이에 따라, 비교과

교육과정은 “extra-curricular activities”의 의미에서 뿐

아니라 “co-curricular activities”의 의미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혁신에서 학생지원 영역은 비교과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

된 만큼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교과 연계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세부적 유형을 체계화하고 있다 [9]. 이러한 유형

들은 학생들이 대학의 수준을 기반으로 하는 고등교육

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 뿐 아

니라 전공 및 교양 교과의 관점과 연계된 여러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담보한다 [10]. 이를 놓고 볼

때, 학습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여러 유형을 구축하고 있

는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기간

동안 학습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로드맵화될 수 있는 기

반을 지원한다 [2][5, 6]. 그러므로 비교과 교육과정은

정규 기반의 학사운영제도 여부에 관계없이 전공, 교양

단위의 교과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들의 대학생활 동안

연속적인 주기로 적용되는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다 [5].

대학 현장에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의 운영부서를

중심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수법, 학습법 혁신 등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기울이고 있으므로 정규 교육과정

의 운영에서도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능력 배양은

충실히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3, 4]. 하지만,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 등에는 학생들이 함양

해야 할 기초 지식 및 기술의 일정 부분이 사전에 구축

되어 있으므로 전공 지식 및 기술과 융합된 콘텐츠를

활발히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다 [10]. 이는 단순히

정규 교육과정이 갖는 물리적 차원의 제한점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 교육과정 범주의 교육 프로

그램 안에서 융합적 콘텐츠(convergent contents)를 보

다 심화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을 상기해야 할 필

요성을 제기한다.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융합적 콘텐

츠는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응용학습능력 증진,

인성 및 협력학습 증진, 취‧창업 연계, 진로설계, 건강‧

행복한 정서‧심리 지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며, 다시

말해 사회 맞춤형 인재로 양성되기 위한 산업계 수요를

창의적인 문제해결 수준에서 전문화시키기 위해 요구

된다.

이와 같은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융합적 콘텐츠는

단일 전공의 심화‧연계 전공으로도 고려될 수 있으며,

다중 전공의 학제적 연계 전공의 의미와 수준으로 역시

고려될 수 있다 [1][5]. 현행의 대학교육 혁신 구도에서

교과 연계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개별 대학의 내부적

차원의 개발 및 운영 수준으로 종결되거나 장기적으로

연속 유지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10]. 또한, 비교과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대

학 간 연합 컨소시엄이나 플랫폼의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학문(전공) 분야

간 융합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례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실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대학 간 연합에 기반을 둔 지역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의 운영 방략 사례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 실시

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일선 대학 현장에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이 전공 분야와 연계된 융합적 콘텐츠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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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expert consultation)을 연구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비교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

는 대학들이 상호 연합하여 학제 간 융합적 콘텐츠로

구성된 전공 연계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

영할 수 있는 방략 사례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위 비

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위치와 범주를 ‘지역사회

(community)’로 연계하였다. 또한, 학제 간 융합적 콘텐

츠에 기반한 전공 연계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와 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의도와 구성 체계는 비교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 간 연합 차원

으로 탐색되었다. 즉,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가 상호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지역 연계 장

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략

사례를 결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에서 주요

기반에 해당하는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의 내용적

기반은 대구대학교에 구축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대구대학교는 평생교육원 산하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K-PACE(Korea-Professionals Assistant Center for

Education) 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의 발

달장애인들이 성인기 독립생활 성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산하 K-PACE 센터에

서 운영하는 각 교육과정 영역(교수학습, 진로 및 직업

지도, 생활지도 등)과 연계하여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K-PACE 센터에 속한 발달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지도하는 융합적 콘텐츠를 비교

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 지도를 위한 학습 내용

으로 조리기술(cooking skills)을 예시적으로 반영하여

보았다. 실제로, 대구대학교 K-PACE 센터에서는 발달

장애인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 내 조리

실에서 가정식 조리기술 등을 습득하는 학습과정이 구

성되어 있다 [11-13][14-16][17].

이상의 맥락을중심으로연구내용의 결과를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즉 장애인평생교육을

전공한 대학 교수요원 5인이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연

구 내용의 도식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공유하

는 형태로 전문가 자문의 절차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연구 내용은 크게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략”,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 “종합적 체계”와 같이 세

가지로 상세화되었다. 이를 통해,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

들은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가 비교과 교육 업무협

약(MOU)에 기반하여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

과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방략을 제시하

였다. 참고로, 전문가 자문은 총 12회(1회당 50분 내외)

에 걸쳐 실시되었다.

Ⅲ. 조선대학교-대구대학교간연합지역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방략

1. 조선대학교-대구대학교 간 조직적 운영 방략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가 상호 비교과 교육 업무

협약(MOU) 체결을 기반으로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

육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운영

방략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

련된 최종적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는 조선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가 “학

과 주도형 연계 비교과프로그램”을 기획‧총괄하는 차원

에서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을 주요한 융합적 콘

텐츠로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은 조선대학교 내에 구축된 학과

(전공) 단위를 고려해 볼 경우 특수교육과, 언어치료학

과,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으로부터 협조 지원

이 추진될 수 있다. 비교과통합관리센터에서는 특수교

육과 등의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 주도형 연계 비교과프

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 추진

내용을 안내 및 협의하는 절차가 사전에 담보되어야 한

다. 그리고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의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특수교육과 등에서는 이를 학과

주도형 비교과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

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 여기서 비교과통합

관리센터에서는 조선대 내 특수교육과, 언어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의 학과가 대구대학교 K-PACE 센터

인프라를 이해, 참조하여 학과 주도형 비교과프로그램

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비교과통합관리센터 내에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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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센터장, 연구교수 등)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특수

교육과, 언어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의 담당 교수와

상호 협업하여 학과 주도형 비교과프로그램의 구체화

를 보다 질 높고 수월하게 촉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1에서는 조선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

센터와 관련 학과(특수교육과, 언어치료학과, 식품영양

학과 등)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K-PACE

센터를 탐방하여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을 기획‧

체결하는 절차를 반영하고 있다. 위 절차에 따라, 비교

과통합관리센터와 관련 학과(특수교육과, 언어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에서는 표면적 수준에서 형상화한 학과

주도형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계

획‧설계를 실제적인 수준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즉 그

림 1에서와 같이 조선대학교 내부 차원의 지역 연계 장

애인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요구(수요) 분석, 참여 학과

(전공) 최종 선정, 비교과 학사 제도 연계 등의 근거에

따라 비교과프로그램의 계획‧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절차에 따라 조선대학교 비교과통합

관리센터와 대구대학교 K-PACE 센터 간의 비교과 교

육 업무협약(MOU)이 체결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조선대학교(CU) 맞춤형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그림 1.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략
Figure 1. Organizational management strategy between the two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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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1에서는 조선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

와 대구대학교 K-PACE 센터 간의 비교과 교육 업무

협약(MOU)을 통한 학과 주도형 “지역 연계 장애인평

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에 있어 대내

외적 인프라(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교무처, 지역구 평

생교육진흥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의 감독, 관

리, 협조, 지원을 협의회의 수준에서 다양하게 받아야

하는 절차적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종합하면, 그림 1에

서는 조선대학교가 대구대학교 K-PACE 센터와의 비

교과 업무 협약을 통해 특화 가능한 비교과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학과(제) 간 융합전공 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데에 주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2.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본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

략을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은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

영 방략이 연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그림 2에

서는 조선대학교에 소속한 학생들이 학과 주도형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

할 수 있는 제반의 절차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의 도식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측면은 조선대

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와 대구대학교 K-PACE 센터

간의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체결만이 단편적으

로 반영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대구대학교 K-PACE 센터와 교류하는 절차

뿐 아니라 대구대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 역시 조선대학

교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K-PACE 센터와 교류하는

절차가 비교과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림 2에서는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에

각각 설치된 비교과통합관리센터 간 협업 절차를 반영

하였다. 그리고 양 대학의 비교과통합관리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해 관련 학과(특수교육과, 언어치료학과, 식품

영양학과 등)가 대내외적 차원에서 참여하는 절차 역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양 대학 간 비교과통합관리센터

가 관련 학과가 상호 협업하여 교류하는 형태로 1학기,

또는 1년 간의 체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대학교 K-PACE 센터의 협조 지원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양 대학 간 협업과 교류를 통해 대학별로

구축하고 있는 교육 인프라(평생교육원, 조리실습실 등)

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절차가 구성되었다.

양 대학 간 교육과정의 운영 방략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오프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이 병행된

절차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지역 발달장애인의 조리 교

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과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 절차를 통해 양 대학별 학생들은 지역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조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운영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 단계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양 대학별 학생들과

함께 대구대학교 K-PACE 센터에 재학하고 있는 지역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다. 그림 2의 도식에서 비교과프로그램의 적용 단계를

보면, 대구대학교 K-PACE 센터에 재학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을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에 파견해야 하는

절차가 일차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양 대학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구성한 콘텐츠가 지역 발달

장애인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림 2의 도식에서는 양 대학별 연합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 체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학생들

과 대구대학교 K-PACE 센터 내 지역 발달장애인들,

대구대학교 학생들과 대구대학교 K-PACE 센터 내 지

역 발달장애인들이 교류하는 절차 뿐 아니라 조선대학

교-대구대학교 간 학생들의 ‘통합’에 따라 대구대학교

K-PACE 센터 내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조리 교육을

지원하는 참여 절차도 구성될 수 있다. 단, 이는 양 대

학별 학생들의 학사운영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므로 교무처 등의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역 발달장애인의 조리 교육 지원은 오프라인을 통

한 구체적인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양 대학별 학생들이 지역 발달장애

인들을 위해 운영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최종 종료한 후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성과 사례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진행하는 “피드백 및 확산”의 절차도 구성하였다.

3. 종합 체계

앞서살펴본그림 1과 그림 2를 종합해보면, 그림 3과

같은 구성체계가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학과 주도형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이활발히운영되기위해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할 근거

들을 종합화한 도식이 그림 3에 해당한다. 그림 3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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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주도형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

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제간 융합전공

의 관점에서 비교과프로그램의 위상 및 정체성이 문제

인식, 강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이는 학

과 주도형 비교과프로그램 안에서 다루는 주제 및 콘텐

츠인 장애인평생교육이 학생들에게 일회적으로 적용되

거나 단기적인 학습 성과로 관리될 수 없는 맥락과 특

성을 가진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이에 따라, 그림 3에서

는 양 대학별로 학생들이 해당 전공(특수교육과, 언어

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의 지식 및 기술을 융합의

수준에서 심화 응용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의 지식 및 기

술을 함양하는 차원과 관련하여 비교과프로그램의 운

영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3에서는 양 대

학별 학생들이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을 융합 차원

에서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이수하기 위해 문제인식을

비롯한 이론 및 실제 수준에서 함양해야 할 제반 학습

요소들(“발달장애인의 교육과 삶의 질 이해”, “발달장애

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사소통 중요성”, “발달장애인

의 의사소통 교수‧학습 방법 이해”)을 절차적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 대학별 학생들은 소

속한 전공 분야와 장애인평생교육이 어떤 취지와 전문

성으로 융합될 수 있는가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조선대학교를 비롯하여 대구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비교과프로그램의 연계를 기반으로 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전으로 두고 있으며,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직‧간접적으로함축하고있는사회봉사(community

service)와 관련하여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조망하고 있다. 또한, 5가

지 우수사례도 비전으로 설정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 간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기반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

과프로그램 운영 방략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학과 주도형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 “대학 간 연합 컨소시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수

그림 2.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
Figure 2. Curriculum management strategy between the two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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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과 방략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역시 융합적 콘텐츠로 고

려될 수 있는 것이며, 관련 전공(학과) 단위와 인프라가

활발히 구축된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의 사례로부터

조망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반 내용은 조선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 등에서 대학혁신의 차원에서 실천

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하며, 향후에 “비교과프로그램

연계 융합전공 또는 교과 도입 및 운영”과 같은 교육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합

하면,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대학 현장에서 융합전공

분야의 목록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를 활용하여 학과 주도형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사례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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