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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함)가 재학생이 성신 6대 핵심 

역량을 고르게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

는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우리 대학 단과대학 및 학과, 행정부서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 

관리하고, 개발ㆍ운영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와 더불어 현행 비교과 프로그램에 교육과정 체계를 적용하여 체계화하고 향

후 개발이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 분야를 도출하여 비교과 교육과정을 수립하

고자 함

      

□� 연구� 결과

         

❍ 우리 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성신여자대학교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대학 내부 조직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외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함(노석준 외, 

2018)

❍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노석준 외, 2018)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2017학년도에 16개 부서

에서 256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참여 학생 수는 누적 33,679명, 

비교과 프로그램당 평균 131.56명이었음.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는 인재개

발팀과 창업지원단에서 전체 프로그램의 59.37%를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주

제를 분석한 결과는 창업교육 17.58%, 진로지도 13.28%, 직무교육 7.81%, 건강 

관련 교육 7.42%의 순으로 나타났음.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형 분석 결과, 강의

형 50.39%, 참여형 14.84%, 혼합형 13.67%로 구성되었음. 비교과 프로그램 연

관 핵심역량 분석 결과는 우리 대학의 6대 핵심역량 중 실용적ㆍ지식 역량이 

64.45%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한 역량에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음

[연구보고서� 요약]



 ▸▸ 성신여자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개발� 연구보고서

x

  

❍ 이상의 조사를 통해 특정 부서, 주제, 유형에 집중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역

량에 따라 체계화하고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화하는 것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

계적 관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선방안이라고 평가되었음 

❍ 이에 우리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및 학과, 행정부서에서 비교과 프

로그램을 체계적 관리하고, 개발ㆍ운영하는 데 지침이 될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

를 정립하였음. 또한, 현행 비교과 프로그램에 교육과정 체계를 적용하여 체계화

하고 향후 개발이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 분야를 도출하여 신규 비교과 프로그

램을 제안하였음

❍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

§ 우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은 총 4단계로 구성함. 비교과 교육과정의 각 단

계는 프로그램의 운영 유형, 난이도, 학생참여 정도, 성신핵심역량검사와의 연

계성, 운영방법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구성함 

§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목적 중 하나는 학생에게 비교과 프로그램 선택의 가이

드라인과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는 

성신핵심역량검사의 단계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함

§ 우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는 1단계인 역량인지 단계, 2단계인 역량개

발 단계, 3단계인 역량심화 단계, 4단계인 역량발현 단계로 구성함 

Ÿ 1단계는 역량인지 단계로, 핵심역량 개념 소개 및 체험을 통해 관심과 흥미

를 유발하고, 기초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는 단계임

Ÿ 2단계는 역량개발 단계로, 핵심역량의 기초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해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역량을 본격적 형성하는 단계임

Ÿ 3단계는 역량심화 단계로, 핵심역량의 핵심 지식 및 기능을 영역별로 학습

하고 집중 실습으로 심화하는 단계임

Ÿ 4단계는 역량발현 단계로, 핵심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

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임

      

❍ 우리 대학은 비교과통합관리센터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증진 효과 및 

운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인증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2019학년도에 인증받은 127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역량별로 

검토함 

§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을 성신핵심역량과 교육과정 위계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

과, 총 127개 중 106개의 프로그램은 인증받은 핵심역량에 적절히 배정된 것

으로 판단하였으며, 21개의 프로그램은 인증과 다른 핵심역량으로 재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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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글로벌시민 역량으로 인증받은 19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16개 

프로그램은 글로벌시민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3개 프로그램

(재학생 폭력통합 예방교육 1차, 학생토론회, 자살예방교육)은 소통협력 역

량으로 재분류함 

Ÿ 소통협력 역량으로 인증받은 12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7개 프

로그램은 소통협력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4개 프로그램(구직

기술강화프로그램, 면접준비, 마이리틀 성신 취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은 자율실천 역량, 1개 프로그램(성신스터디그룹)은 지식탐구 역량으

로 재분류함

Ÿ 지식탐구 역량으로 인증받은 43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39개 

프로그램은 지식탐구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개 프로그램(교

양교육대학 글쓰기 클리닉)은 소통협력 역량, 1개 프로그램(미술대학 외부

인사 특강)은 예술감성 역량, 그리고 2개 프로그램(기업탐방, 전문가와 함께 

지원하는 공채 대비반)은 자율실천 역량으로 재분류함

Ÿ 창의융합 역량으로 인증받은 10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3개 프

로그램은 창의융합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4개 프로그램(여성

공학도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코딩테스트 취업준비과정, 동계 SW역

량 강화 블랜디드 프로그램, 오픈소스 GIT 교육프로그램, 성신경제신문읽기 

프로그램)은 지식탐구 역량으로, 3개 프로그램(창업 동아리 연합 워크숍, 성

신워크위드 창업 단계별 프로그램, 창업 특강)은 자율실천 역량으로 재분류

함

Ÿ 예술감성 역량으로 인증받은 9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9개 프로

그램 모두 예술감성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지식탐구 역량으로 인증

받은 1개의 프로그램(미술대학 외부인사 특강)이 추가로 예술감성 역량으로 

재분류되어, 예술감성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은 최종 10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Ÿ 자율실천 역량으로 인증받은 34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32개 

프로그램은 자율실천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개 프로그램(모

바일 앱 메이커스 프로그램)은 지식탐구 역량, 1개 프로그램(창업 동아리)은 

창의융합 역량으로 재분류함
� � �

§ 현재 우리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위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립한 비교과 교육과정 4단계의 위계(역량 인지-개발-심화-발

현)를 각각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음

§ 비교과 프로그램에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를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

이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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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단계(역량인지)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총 39개로 전체 127개 프

로그램 중 30.7%에 해당하며, 단방향 강의를 통해 핵심역량의 개념을 소개

하고 단순 체험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함

Ÿ 2단계(역량개발)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총 41개로 전체 127개 프

로그램 중 32.3%에 해당하며, 기초 강의를 통해 핵심역량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단순하고 범위가 제한적인 프로

그램이 해당함

Ÿ 3단계(역량심화)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35개로 전체 127개 프로그램 중 

27.6%에 해당하며, 전문 강의를 통해 관련 핵심 지식의 습득과 집중 실습

으로 관련 기능을 심화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함

Ÿ 4단계(역량발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12개로 전체 127개 프로그램 중 

9.4%에 해당하며, 핵심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

과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이 해당함
� � � � � � �

§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역량과 위계에 따라 분류한 비교과 교육과

정 체계 총괄표 분석은 전체 127개 비교과 프로그램 중 참여자격이 단과대학

으로 제한된 단과대학 프로그램을 제외한 105개를 분석대상으로 함. 현행 비

교과 프로그램을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위계를 확정하여 교육과정표로 작성하

여 종합 분석한 결과, 총 105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비율은 자율실

천 역량(36.2%), 지식탐구 역량(33.3%), 글로벌시민 역량(12.4%), 예술감성

(7.6%), 소통협력 역량(6.7%), 창의융합 역량(3.8%) 순으로 나타남

§ 단계별 비교과 프로그램 분포를 살펴보면, 1~3단계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

포가 되어 있으며, 여기에 창의력과 기획력, 영역 간 융합역량을 바탕으로 성

과를 도출해내는 4단계 프로그램은 약 11.4%로 단계별 비율은 적절하다고 판

단됨. 그러나 단계별 비교과 프로그램 분포를 핵심역량별로 살펴보면, 특정 단

계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함 

❍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도는 현행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위계

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역량별로 부족한 단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신규 비

교과 프로그램을 다음과 제안하였음

§ 글로벌시민 역량 신규프로그램: (1) Keep Trendy and Carry On(해외 트렌드 

최신 동향), (2) 미드 폐인, (3) 지역축제 go global!, (4) 사회봉사리더십, (5) 

알고 쓰는 SNS의 글로벌 활용, (6) After-party, Global Tutoring, (7) Global 

Friendship, (8) 배리어프리 건물 디자인 탐사대, (9) Talk on the difference, 

(10) 글로벌 아티스트: 여행의 추억을 품은 굿즈 만들기, (11) Colo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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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ing(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멘토링), (12) We are the World(세

계 속의 나: 적정기술을 통한 해외 봉사 I), (13) Heal the World (세계 속의 

나: 적정기술을 통한 해외 봉사 II), (14)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문제탐

사대, (15) 천고마비의 계절, 수룡이의 먹방 

§ 소통협력 역량 신규 프로그램: (1) 인문학 북 콘서트, (2) 인문학 독서 토론 

– 성신 원정대, (3) 성신 코칭 클래스, (4) Happy Conflict!, (5) 역할극으로 

공감능력 Up!

§ 지식탐구 역량 신규 프로그램: (1) 대학생활과 자기주도 학습, (2) 노트필기 

어디까지 해봤니?, (3) 디지털북 만들어 보기, (4) 수정이 자투리 시간관리법, 

(5) Indie Publishing 도전하기

§ 창의융합 역량 신규 프로그램: (1) 창의적 인물과의 만남 특강, (2) 융합 캡스

톤디자인 특강(아이템 발굴 및 팀 빌딩), (3) Digital mindmap, (4) 창의적인 

문제 해결 Design Thinking 방법론, (5)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6) 생활 

속의 IoT, (7) Inno School 프로젝트, (8) PBL(Project-Based Learning) 나눔

봉사 프로젝트, (9) Digital Studio, (10) 성신크리에이터

§ 예술감성 역량 신규 프로그램: (1) 영혼 살찌우기(클래식 인문학 특강: 클래

식, 시대를 담다), (2) 디자이너와 함께 보는 디자인 전시, (3) 도시탐사: 건축

가의 눈, (4) 도전, 미디어 아티스트!, (5) 내 몸 사용설명서: 난타, (6) 메이커 

스페이스, 스마트 목공소

§ 자율실천 역량 신규 프로그램: (1) 언니들과 함께하는 JOB담, (2) 자아성찰 

프로그램, (3) DIY 기획봉사, (4) 사회봉사 실천 후기 발표회, (5) 사회복지 

창업전략 워크숍, (6) 멘토ㆍ멘티 교양 튜터링, (7) 타 전공자를 위한 멘토ㆍ

멘티 전공교과 튜터링, (8) 학생자문단 팀프로젝트 프로그램, (9) 10분의 기적

     

□�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적용을� 위한� 제언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비교과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달리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학생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이 중요함. 그러나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학생 인지도는 낮은 편이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은 부족한 상황임.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는 조사되었지만, 대

학 내 다양한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학생 참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함. 따라서 

학생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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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수렴하면서 다양한 학생변인을 고려한 포괄적 탐색이 필요함 

§ 둘째, 수백 개의 프로그램에 수천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어떤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한지 알 수 없음. 본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위계를 정하였지만, 비교과 프로그램을 관리ㆍ

운영하는 부서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차이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질적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 수업보다

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강조하면 장학금을 위한 S+마일리지를 손쉽게 획득하기 

위해 활동하는 학생을 양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교육적인가에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음 

§ 셋째, 본 연구에서는 127개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검토 결과를 종

합하여 핵심역량별로 비교과 프로그램과 하위역량을 검토하였음. 검토 결과, 

핵심역량 검토 시 각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하위역량 수준으로 분석하였

으므로, 하위역량은 핵심역량 판단의 근거가 됨. 향후 핵심역량별 비교과 프로

그램 개발 시 하위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의 분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음. 또한, 단계별 비교과 프로그램 분포를 핵심역량별로 살펴보면, 특정 단계

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넷째, 위에서 제시한 제언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이 시스템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정보 관리

를 체계화하고 통합하여, 부서 간 프로그램의 중복 개설을 방지하고, 선발 기

준 및 지원 내용을 표준화하고, 학생 참여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행정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히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재의 고등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중

요해짐.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본 연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

어 운영되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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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함)가 재학생이 성신 6대 핵심

역량을 고르게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

는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리 대학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규정｣과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이 비

교과 프로그램과 비교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

한 행정적 절차를 명시함. 현재의 규정은 비교과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형

식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의 교육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은 개발하지 않은 상태임

❍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핵심역량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

어대사전에 의하면,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됨. 이 개념은 

전문적인 지식에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knowledge), 태도

(attitude), 기술(skill), 가치(value),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특징의 통합된 집합체

를 의미하며(곽윤정, 장선영, 2015; Harris, Guthrie, Hobart, & Lundberg, 

1995; Klimoski, 2003; Spencer & Spencer, 1993; Voorhees, 2001), 주로 기

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온 개념임. 그러나 OECD의 연구에서 역량은 직업이라

는 영역에서 벗어나 이 시대를 살면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상황을 극복하고 높

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개념으로 외연이 확장되었음

(OECD, 2001, 2003; 최욱 2002; 곽윤정, 장선영, 2015)

❍ 우리나라도 최근 대학교육에서 역량기반 교육(competency-based education) 또

는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

고 있음(정진원, 오지향, 2013; 최길성, 2010; 한혜정, 이주연, 2017; 홍준의, 이

난수, 2017; 홍희정, 2015). 학문영역을 넘나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의 양성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대학이 학습

자의 역량을 최대화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임(권성

호, 강경희, 2008)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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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학생이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려면, 전공 교과 및 교양 교과와 함께 비

교과 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전공 및 교양 교과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하여 많은 대학이 전통적인 학문중심의 교육과정과 방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

는 한편, 기존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을 교

육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비교과 프로그램과 핵심역량과의 관계는 이미 많은 학자에 의해서 인정을 받

고 있음.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은 전공 또는 교양 교과

교육과정에서 함양하기 어려운 비인지적 및 정의적 영역의 여러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임(Bakoban & Aljarallah, 2015; Kuh, 1995). 즉, 비교과 프로

그램은 인지적 영역과 비인지적 영역에서 학습자의 자질을 고루 성장시키며,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골고루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됨. 따라서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이 대학 정규 교육과정의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 역량

에 따라 진로를 계획하고 필요한 역량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며, 인간과 사

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함(김은영, 2019)

§ 비교과 활동은 대학교육이 산업이나 직업 세계 등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대두되고 있음(이림, 2018). 대학

에서 운영되는 비교과 활동은 학업성취, 인지발달(Ahren, 2010; Massoni, 

2011), 심리사회적 발달(Bakoban & Aljarallah, 2015), 직무능력 개발(Wood, 

Little, Goldring & Jenkins, 2011), 대학생활 만족(신소영, 권성연, 2013; 

White & Gager, 2007)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많은 대학이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목적을 부여하여 비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비교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문성동, 엄기수, 2015). 우리 대학도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

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재학생 수요와 운영 현황

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

고서’(노석준 외, 2018)를 발간하였음 

❍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

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2017학년도에 16개 부서에서 256개의 비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참여 학생 수는 누적 33,679명, 프로그램당 평균 

131.56명이었음.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는 인재개발팀과 창업지원단에서 전

체 프로그램의 59.37%를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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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17.58%, 진로지도 13.28%, 직무교육 7.81%, 건강 관련 교육 7.42%의 순

으로 나타났음.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형 분석 결과, 강의형 50.39%, 참여형 

14.84%, 혼합형 13.67%로 구성되었음. 비교과 프로그램 연관 핵심역량 분석 결

과는 우리 대학의 6대 핵심역량 중 실용적ㆍ지식 역량이 64.45%로, 비교과 프

로그램이 한 역량에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상의 조사를 통해, 특정 부서, 주제, 유형에 집중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역

량에 따라 체계화하고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화하는 것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

계적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 개선방안이라고 평가되었음 

❍ 이에 우리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및 학과, 행정부서에서 비교과 프

로그램을 체계적 관리하고, 개발ㆍ운영하는 데 지침이 될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

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함. 또한, 현행 비교과 프로그램

에 교육과정 체계를 적용하여 체계화하고 향후 개발이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 

분야를 도출하여 비교과 교육과정을 수립할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현재 대학교육에서 비교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의 비교과 활동 관리 

노력은 아직 시작 단계이며,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임. 따

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보고서인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의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진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음. 이 후속연구를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위계 정립과 체계적 관리 및 운용에 지침이 될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교육에서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커다란 이정표를 세우는 데 또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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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과제

❍ 본 연구는 우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

구 과제를 구체화하여 진행함

§ 첫째,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 이론 연구를 통하여 (1)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별 

교육 관련 핵심 가치 및 내용을 규정하고, (2)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를 수립함  

Ÿ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의 정의 및 교육사례에서 도출된 핵심 내용과 가치는 

무엇인가?

Ÿ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는 어떠한 체계로 수립할 것인가? 

Ÿ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 수립을 위해 학년(1-4), 재학생 생애주기(입학, 적응, 

탐색, 구직 및 졸업 등), 난이도(상, 중, 하 등) 중 무엇을 중심으로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를 수립할 것인가? 

Ÿ 핵심역량과 관련된 확립된 교육과정 위계가 있는가? 

§ 둘째,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1)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에 비

교과 교육과정 위계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2)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관련 타 

대학 및 기관의 사례를 분석함

§ 셋째,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도에 현재 

개발된 비교과 프로그램과 개발이 필요한 신규 비교과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도를 수립함

Ÿ 현행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분석 결과,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신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비교과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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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과� 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기능

가.� 비교과� 교육과정의� 필요성

❍ 교육과정은 학교 또는 기관의 교육과정, 특히 교과과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교

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엄격한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수’를 중

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교과교육과정에 해당함. 이러한 측면은 대학에서도 

근본적으로 동일함. 고등교육법 제21조는 (고등교육)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학점’을 중

심으로 관리하며, ‘학점’으로 졸업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교과과정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교육과정 관련 연구는 대부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

가 수립하고자 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은 이전 사례나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

움. 따라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비교과’의 특징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대학 현실에 맞게 수립해야 함

❍ 비교과 교육과정의 첫 번째 요소인 ‘비교과’에 대한 정의는 <표 1>과 같이 다양

함. 비교과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은 비교과 관련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활성

화된 이유도 있지만, 비교과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이러한 비교과의 다양한 측면은 비교과 교육과정을 정의하는 데에도 고려해

야 할 요소임

§ 비교과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학업 또는 비 

학업 활동으로 정의되며, 성적이나 학점이 부여되지 않고 학생의 선택으로 진

행된다(Bartkus, Nemelka, Nemelka, & Gardner, 2012)는 점에서는 공통적임

§ 우리 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우리 대학의 인재상 구현을 위해 핵심역량을 

[이론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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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대학 내부 조직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

는 정규 교육과정 외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함 

학자 비교과�

김수연,�

이명관(2016)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점이� 부여

되지� 않는� 프로그램�

김은경(2005)

수업� 외� 활동(extra� curriculum)이라� 하여� 대학교� 활동� 중� 대학생들의� 심

리ㆍ사회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업� 외� 활동으로� 다른� 체험이나�

인간관계� 형성에� 초점을� 둠�

김정민(2018)
비교과�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활동

이미나,�

유지원(2016)

학생이� 수업� 외� 참여하는� 활동으로� 대학� 생활을� 통해� 얻는� 학습경험�

중� 상당� 부분이�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백원영,�

정한나(2012)

정규과정을� 제외하고�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활

동으로� 학원수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부ㆍ복수� 전공까지� 비교과로� 간주

함

배상훈,�

한송이(2015)

대학생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정규� 수업시간� 외

에� 수행하는� 일체의� 교육적ㆍ사회적� 활동

서인주(2011)
대학생들의� 시간� 사용� 활동을� 비교과로� 정의함.�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고� 가정에서� 하는� 활동까지� 비교과로� 포함함

양근우(2015)
재학� 기간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학생의� 자기계발� 노력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윤희정,� 정윤숙,�

공성수(2018)

정규� 교육과정� 외에� 별도로�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습이� 부여되지� 않

으며� 현�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일컬음.�

인성� 및� 소양,� 사회봉사,� 진로지도,� 학업지원� 등의� 범주로� 나누며,� 학생회,�

동아리� 활동,� 언론� 활동� 등이� 포함됨

한안나(2017)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로� 정규� 교육과

정과� 같은� 목표,� 기능을� 수행하면서� 졸업을� 위한�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학

생들의�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활동

Massoni(2011)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activities� that� students� participate�

in� and� that� do� not� fall� into� the� realm� of� normal� curriculum� of�

schools.� There� are� many� form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such� as� sports,� clubs,� governance,� student� newspaper,� music,�

art,� and� drama.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 영역에� 속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스포츠,� 클럽,� 거버넌스,� 학생신문,� 음악,� 예술� 및�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 활동이� 있음

<표� 1>� 비교과� 교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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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 교육과정의 두 번째 요소인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

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한 전체 계획1)으로, 교육목표

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재를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 

조직한 계획임. 교육과정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화하며 나아가 이를 실행

하는 과정과 성취한 결과를 포함하는 일련의 계획임. 교육과정은 조직적 차원의 

기능과 개인적 차원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 교육제공자와 교육수혜자의 요

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과정(process)을 인도하며, 교육

의 결과에 대한 질을 담보하고,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됨(홍후조, 2012: 14)

§ 교육과정은 개인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학습기회, 교육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

임(홍후조, 2012: 15)

❍ 교육과정은 교육의 일부로 교육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며, 교육내용

과 활동의 계획이고, 계획을 반성적으로 실천하며, 실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임(홍후조, 2012: 15)

❍ 본 연구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완결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총론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 과정에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방안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각론에 대한 예시에 해당하며, 

이러한 각론은 학생 수요 및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에 따라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음

§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르칠 만한 것을 포함하고 가르칠 

1) 출처: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25248&supid=kku000035231

학자 비교과�

Gorbunova� &�

Kalimullin(2017)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and�

integral� part� of� the� process� of� education� of� younger� pupil;�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educational� process� and� a� form� of�

organization� of� students'� free� time.�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concerns� active� interaction� of� the� teacher� with� children,� aimed�

at� achieving� specific� educational� goals.

비교과� 활동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활동� 부분이며,� 학생의� 자유로운� 시간

을� 조직화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신여자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개발� 연구보고서

12

필요가 적은 것을 배제하는 선택적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불필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가르치다 보면 반드시 꼭 필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가르

칠 기회를 잃게 됨. 일정한 교육내용과 활동을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 다른 것

에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못함. 잘못된 교육에 들이는 인간의 시간, 

노력, 비용은 회수될 수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매몰비용(sunk 

cost)임(홍후조, 2012: 19).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수요자의 요구에 따

라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노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과

정임

  

❍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함. 하나의 방법은 구체적인 

목표(objectives)와 내용(content) 및 활동 목록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며, 다른 

한 가지는 목표나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개발 과정(process), 원리

(principles)와 절차를 쓰면 그러한 목표나 내용을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다고 제

시하는 것임(홍후조, 2012: 22). 

❍ 본 연구에서 다루는 비교과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

음. 비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과 달리 엄격하고 총체적인 체계에서 벗어

나 학생이 자율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는 로드맵에 해당함. 비교과 교육과정 수립의 원칙을 제

시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비교과가 기본적으로 교육받는 사람의 수요와 자

율성을 중시하며, 그 결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임

§ 학점을 부여하고 교육목표를 위한 체계를 강조하는 정규 교육과정에 비해, 비

교과 교육과정은 일반교과 교육과정 영역을 벗어나 학습자의 자발적 활동으로 

학습자주도로 운영되기도 하며, 학교의 지원 또는 교수자의 지도로 이루어지

기도 함2)

§ 비교과 교육과정은 대학의 정규과정에서 얻게 되는 학문적 지식 이외에 개별 

학습자의 역량을 발굴하고 해당 학습자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높이므

로, 정규 교육과정만을 수행하는 것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보경, 김은정, 유수광, 이원경, 장수철, 2012)

§ 비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활동은 대학 생활에서 학습자가 타인과의 다양한 경험

을 통해 지적능력 개발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스스로 발견하고 생활방식을 

터득할 수 있는 활동(김정민, 2018)이며, 스스로 창의적인 비교과 활동을 통해 

자아성장과 욕구를 충족하며 자아존중감과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음 

2)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Extracurricular_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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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 교육과정은 정규교과과정에서 채울 수 없는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교육으로, 사회적 활동을 통해 학생의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활

동의 바탕이 될 수 있음(김지혜, 2017)

❍ 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성한 대학 전체의 

교육으로, 작은 단위의 부서에서 제한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구분됨. 다시 말해, 비교과 프로그램이 일부 핵심역량 또는 하위역량

의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비교과 교육과정은 성신 6대 핵심역량의 고른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음

 

나.� 비교과� 교육과정의� 기능

❍ 비교과 교육과정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함

§ 학생에게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의 로드맵을 제공함. 비교과 프로그램 수행 

후 다음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가이드를 제공하며, 성신핵심역량검

사 후 본인에게 적합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줌 

§ 경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함.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함양하지 못한 핵심역량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우리 대학

의 교육목표 달성 및 성신 6대 핵심역량의 고른 함양에 이바지함.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규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제 적용할 기회를 제공함

§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비교과 자원의 배분 및 운영

을 효율화함.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달리 비교과 프로그램은 운영자와 참

여자 모두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 이러한 자율성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

양화하고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비교과 프로그램을 단기적 판단으로 운

영하게 할 가능성이 커 전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

음. 비교과 교육과정이 단계적 계획을 갖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중복되거나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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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과� 교육내용:� 핵심역량별� 교육� 방향

가.� 글로벌시민� 역량

1)� 글로벌시민� 역량의� 정의� 및� 교육� 필요성�

❍ 글로벌시민 역량은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

을 존중하며, 국제ㆍ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4개

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국어 소통 및 활용: 글로벌 환경에서 타인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하기 위해 요구되는 외국어 구사 능력

§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

방적ㆍ수용적 지식과 태도

§ 공동체 의식: 지역 및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시민의식과 태도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지역ㆍ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 문제 

및 관련 이슈들을 파악ㆍ이해하는 능력과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는 능력

  

❍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이 낮은 주된 

이유는 해외 정보 및 글로벌 인력 부족이 꼽히며,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경험과 외국어 능력, 개방적 마인드 등을 고루 갖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

으로 육성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019학년도 우리 대학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 글로벌시민 역량(73.0점)은 성신 

6대 핵심역량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으며, 특히 4개의 하위역량 중 외국어 

소통 및 활용(60.6점)과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70.7점)은 가장 낮은 평균

을 보여,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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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9학년도�성신핵심역량검사�결과(글로벌시민�역량)�

   

❍ 2019학년도 인증받은 글로벌시민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을 난이도별로 살펴보면, 

상 10개, 중 2개, 하 7개로, 난이도별 균형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우리 대학은 교양교육대학과 국제교육원을 통해 글로벌시민 역량 관련 전문인력

을 수급 및 활용할 수 있고,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글로벌시민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음. 그러

나 교양교육대학은 교양교과목 개발과 운영이 업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

제교육원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을 운영하는 부서임. 따라서, 

전체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충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교

과 프로그램에 대한 두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관련 프로그램 운

영이 필요함

2)� 글로벌시민� 역량� 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 글로벌시민 역량 관련 교육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글로벌마인드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으로 대별됨. 우선, 글로벌마인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자들은 글로벌마인

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함 

❍ Rhinesmith(199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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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넓은 시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기술, 잠재적인 시장, 

인적 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

§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모순된 관계를 균형적 시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제도와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 타문화에 개방적이며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창

의성과 시너지로 이끌 수 있는 능력

§ 변화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안감을 극복하여 안정을 유지하며 나아가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능력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확장하여 현재의 행동과 지향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능력

❍ Kefalas(1998)와 Arora et al.(2004)

§ 개념화(conceptualization)와 맥락화(contextualization)의 두 요인 결합

§ 개념화: 세계적 사고(think globally)

          세계를 개방적이고 융합된 통일체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으로 글로벌 

환경의 일원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

§ 맥락화: 국지적 실행(act locally)

           타 문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국지적인 상황에 적합하게 자신의 적응방법을 모

색하는 것

❍ Rhinesmith(1993, 1996), Kefalas(1998)와 Arora et al.(2004)의 글로벌마인드에 

대한 해석을 종합해 보면, 글로벌마인드는 불확실성에 대한 처리 능력, 긴장에 

대한 균형 감각, 지식 등과 관련성이 높으며, 정태적인 정답으로 제시할 수 없는 

인지적 복잡성과 세계시민주의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과정의 개념

임. 반면, 현재 대학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은 세계시민론, 글로

벌시대, 세계화, 다문화ㆍ이문화 이해, 국제협력 등 글로벌화에 대한 포괄적 이

해를 증진하는 지식중심의 교과가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역량모델링을 통해 글

로벌마인드의 행동지표를 개발해야 함

❍ 글로벌시민 역량의 다른 축인 세계시민교육은 인권, 평화, 정의, 비차별, 다양성,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를 둔 총체적 인간 형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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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정신적(spiritual)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구촌 전체가 직ㆍ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빈곤, 인권, 평화, 환경, 형평성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 전 세계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다루는 접근방법이 상이함 (<표 2> 참조)

§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브루나이: 종교교육의 일부로 접근

§ 일본과 한국: 국제이해교육이나 지속 가능한 교육 차원에서 접근

§ 싱가포르와 필리핀: 시민윤리교육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접근

프레임 교육내용� 및� 접근법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

교육(education)�

교육은�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프레임(예:� 정치적� 관점

에서� 접근하는가,�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가� 등)

세계(Global)� +� 시민(성)교육�

(citizenship� education)

시민성교육에� 국제적� 연관성을� 정당화하여� 재구성하

는� 것�

세계교육(Global� education)� +�

시민성(citizenship)

세계교육의� 콘텐츠�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시민적� 참여

와� 역할이� 강조되는� 모형�

<표� 2>� 프레임� 설정에� 따른� 세계시민교육의� 교육내용과� 접근법

❍ 세계시민정신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고(한상철, 

2009), 국제소양과 상식, 이문화 관리능력 및 전략적 사고, 국제매너와 에티켓, 

국제경영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박재호, 1997). 

❍ 세계시민(글로벌시민)교육은 의식차원, 책임차원, 참여차원으로 특징지어지며

(Schattle, 2008), 따라서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이

해하며, 국제적인 감각과 매너를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를 위한 시민교육으로 등

치(等値)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함

❍ 글로벌시민 역량 관련 교육사례는 <표 3>과 같음

구분 세부내용

S대학

§ 프로그램명:� Vision� Camp

§ 참여� 대상:� 전� 학년�

§ 주요� 특징

-� Vision� Camp는� Sungkyun� Creative� Informatics� 인재로서�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시장에서의� 인포매틱스� 현업전문가와� C-School�

졸업생ㆍ선배� 멘토링� 등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여� 캠프� 진행

<표� 3>� 글로벌시민� 역량� 관련� 교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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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 프로그램명:� 해외융합프로젝트(Design� Thinking-Based� Intercultural� Collaborative�

Project)�

§ 참여� 대상:� 전� 학년�

§ 운영� 기간(시간):� 1개월

§ 주요� 특징

-� Design� Thinking을� 기반으로� 다국적ㆍ다문화의� 해외�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팀�

프로젝트� 수행.� 전공을� 벗어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등의� 다양한� 교류를� 통

하여� 더욱� 의미� 있는� 교육경험과� 협업� 기회� 제공

K대학

§ 프로그램명:� 글로벌� 트렌드� 이해와� 국제적�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 참여� 대상:� 전� 학년�

§ 운영� 부서:� 취� ㆍ창업� 프로그램

§ 운영� 기간(시간):� 1개월

§ 주요� 특징

-� 국내창업현장탐방

§ 프로그램명:� 국제공인자격증

§ 주요� 특징

-�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수용�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이� 항상� 사

회수요� 변화에� 관심을� 두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졸업�

후� 사회진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 프로그램명:� 글로벌� 프렌드십을� 통한� 타국� 문화� 이해

§ 운영� 기간(시간):� 3개월

§ 주요� 특징

-� 학습역량프로그램,�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의� 1:1� 프렌드십�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및� 외국의� 기업� 문화� 및� 생활� 문화에� 대하여� 조사하고� 발표

H대학

§ 프로그램명:� <세계� 속의� 나� :� 글로벌� 시민정신>

§ 참여� 대상:� 글로벌�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과목�

§ 운영� 기간(시간):� 16주차

§ 주요� 특징:� 옴니버스� 강의� +� 팀� 토론� 수행� +� 개별� 과제� 및� 팀� 프로젝트� 수행

-� 인문사회� 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글로벌� 시민정신을� 함양시키는� 융

복합� 교양교과목으로� <글로벌� 시민정신(Global� Citizenship)>을� 개발한� 내용을�

제시�

-� 옴니버스식� 강의:� 인문사회계와� 과학계,� 예술계가� 한� 교과목� 안에서� 서로� 유기

적으로� 연계되고� 학생은� 글로벌시민� 정신과� 실천능력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

해� 하나의� 전공영역을� 넘어서는� 경험.� 한� 강의� 안에서� 이질적인� 학문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시ㆍ공간상의� 물리적� 융합을� 가능케� 함�

C여대�

§ 프로그램명:� 외국어-영작문� 첨삭� 프로그램,� citizenship� fair(세계시민의식),� 영어프

레젠테이션대회,� 잉글리시클럽(외국인� 교수와� 토론),� 인성교육� (휴머니

티캠프)

§ 주요� 특징

-� 글로벌ㆍ하나튜터링(새터민)� 협동모둠학습� 개인� 및� 집단상담� 학습지원�

-� 스터디그룹� 학습도우미(외국인)� 코칭� 프로그램

-� 글로벌프렌즈(튜터링),� 워크숍(학습전략,� e-학습법)을� 지원

D여대� § 프로그램명:� KICEA� 미국뉴욕인턴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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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글로벌시민� 역량� 교육의� 방향성

❍ 글로벌시민 역량은 세계시민교육으로 세계인이 하나의 공동체 시각을 갖고 세계

체제를 ‘이해’하고 국제이슈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임 

❍ 글로벌마인드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함

§ 글로벌마인드 교육을 위해 추상적 개념화, 구체적 경험과 피드백, 그리고 성찰

을 통한 재구성의 선순환적 학습 프로세스를 반영해야 함. 성찰은 암묵적 지

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므로 개념적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경험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행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함

§ 어학 등의 형식교육과 해외 체험 및 교류 등의 비형식 활동을 병행 추진해야 

함

§ 다양한 학제 간 융합적 관심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또 대학생들의 의식적 전

환과 실천적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함

❍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함

§ 단순히 글로벌화된 현대사회에서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세계문화의 다

양성을 이해하며, 국제적인 감각과 매너를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를 위한 시민

교육으로 등치(等値)될 수 없는 영역임. 오히려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력

과 세계와 지역, 그리고 ‘나’의 일상세계를 체제론적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성찰적이고 전환적인 학습(reflective and transformative learning)이 요청되는 

교육임

구분 세부내용

§ 운영� 부서:� 취ㆍ창업� 프로그램

§ 운영� 기간(시간):� 8주� /� 6개월

§ 주요� 특징

-� 업무의� 만족도와� 다양한� 문화체험� 그리고�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8주�

또는� 6개월� 동안� 현지� 기업� 내에서� 해외기업문화와� 업무� 스타일을� 배우고� 뉴

욕� 인턴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H대학

§ 프로그램명:� 찾아가는� K-MOVE� 해외� 취업� 설명회

§ 운영� 부서:� 취ㆍ창업� 프로그램

§ 주요� 특징

-� 본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참여를� 통

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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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찰 활동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지식 중심 교육을 넘어 역량 중심 교과목이 개발ㆍ운영되어야 함(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 프로그램 참여가 글로벌 역량에 도움을 줌)

§ 전 지구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을 교육의 그릇에 담되, 세계시민교육이 실천

되는 지역성이 탈맥락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추가로, 글로벌시민 역량 교육을 위해 다음의 노력이 필요함

§ 글로벌시민 역량의 지표(indicator)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기준이 모호

하며 지역적 맥락에 맞게 작동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 비교과 교육과정이 단순히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공, 교양

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으로서의 비교과 구성에 대한 대학의 합의가 요구됨

나.� 소통협력� 역량

1)� 소통협력� 역량의� 정의� 및� 교육� 필요성�

   

❍ 소통협력 역량은 대인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이

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 간 이견 또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4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적극적 경청과 이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핵심적 주장이

나 논지 및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전체적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 효과적인 의사전달: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

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나와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차이나 갈

등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협력이 필요한 활동(예: 과제, 프로젝트 등)을 할 때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통과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

❍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미래사회 적응, 직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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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개발원(2002)에 따르면,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관계는 의사소통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므로, 의사소통은 인

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인관계는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음(한

국교육개발원, 2002). 

§ OECD의 1999년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

트에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에 부응하고 잘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개인이 반드

시 갖추어야 하는 3가지 핵심역량의 범주를 도구의 지적 활용(Use tools 

interactively),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 행동

(Act autonomously)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DeSeCo 프로젝트 참여 국가가 

현대 사회인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공통적으로 꼽은 요인은 사회적 역량, 

문해력, 학습 역량, 의사소통 역량임(권민철 외, 2014)

§ 우리나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구체적인 대학생의 핵심역

량 진단도구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도구(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에서도 의사소통역량이 포함됨. K-CESA의 의사소통

역량 점수는 최근 3년간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의사소

통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됨(강윤정, 배현주, 2017)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기술적, 비기술적인 자질로 구성된 총 12가지 학습

성과 중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을 

규정함(김진영, 강성주, 강보선, 김대익, 2011)

§ NCS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수행능력과 모든 분야의 직업

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NCS의 총 10가

지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능력은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임(나은미. 2016)

❍ 우리 대학이 소통협력 역량으로 규정한 하위역량이 대인관계 및 이를 위한 의사

소통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소임을 밝히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함

§ 효과적인 의사전달은 사회화의 과정으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본질이며, 한 개

인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립하고 발전시키며 보존

시키는 수단(정유미, 1997)이므로, 효과적인 상호작용과 적절한 관계 설정 및 

유지가 의사소통능력의 핵심임(김현우, 강선영, 2018)

§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은 대인관계에서 상존하는 갈등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

는 것으로, 대인관계능력에 필요한 요인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는 

특성과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인관계의 원만

한 유지를 위해서는 갈등유발 요인을 통제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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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김현우, 강선영, 2018)

§ 협력은 조직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그룹의 목표달성에 공헌하고 그룹 내 다양

한 구성원과 협력하는 능력임(권민철 외, 2014). 협력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주는 협조와 타인과 힘을 합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하는 협동으로 구성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 리더십이란 자신의 의견과 의도를 정당화하고, 타인을 설득시키며, 기존의 절

차나 정책에 책임감을 갖고 도전하기 위해 자기 의견을 전달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임(권민철 외, 20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에 따르면, 리더십은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조직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인관계의 5개 영역 중 

하나임

❍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대상과 목적을 위해 다양한 매체

나 방법을 사용하여 소통해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음(김영희, 강문실, 2015). 다

양한 세대와 문화,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오정숙, 2010), 관련 교육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공학교육에서 의사소통교육을 중요시하여, MIT에서는 2단계 글쓰기 과정을 

통과해야만 졸업이 가능함

§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신입생 대상의 논리적, 설득적, 분석적인 글쓰기 교육을 

실시함

❍ 우리나라 대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취약한 대인관계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

험하며, 대학입학 후 갑자기 중대해진 인간관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권미경, 2009)

§ 대학에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필요함(김영희, 강문실, 2015)

§ 대학생 시기는 활발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자 가장 많은 갈등을 경

험하는 시기임(강경옥, 2013). 대학생 시기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

라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거나 좌절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갈

등조정능력을 기르는 것은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

해서도 필요함(김현우, 강선영, 2018)

❍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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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으로도 상당히 중요함(김진영, 강성

주, 강보선, 김대익, 2011)

❍ 2019학년도 우리 대학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 소통협력 역량(82.2점)은 성신 6

대 핵심역량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며, 4개 하위역량의 평균도 79.9점~86.6

점으로 분포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소통협력 역량 및 하위역량 점수 분포에 평

균보다 낮은 단과대학 및 학과, 개인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함([그림 2] 참조)   

[그림� 2]� 2019학년도�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소통협력� 역량)�

  

❍ 우리 대학은 학생생활상담소와 교양교육대학을 통해 소통협력 역량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소통협력 역량 중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적극적 경청과 이해,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소통과 협력의 리더

십 고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교양교육대학은 교양교과목 개

발과 운영이 업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학생생활상담소는 개인 및 집단상

담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전체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충분한 비

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두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학생생활상담소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어 자기표현훈련, 자기성장을 

위한 모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집단상담, 시험불안, 발표불안 극복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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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음

§ 학생생활상담소의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학생

토론회’, ‘자살예방교육-우리는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교양교육대학에서는 인간 삶의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갖

추게 함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기본 소양, 실천역량, 그리고 학제적 융합

능력을 두루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교양교육지원팀에서는 ‘글쓰기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2)� 소통협력� 역량� 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 역량 관련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협력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인관계역량을 필수 핵심역량으로 제시함(권민철 외, 2014) 

❍ 유지원, 류다현, 이미나(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역량에 유의한 변인은 

학점, 다문화, 글로벌 활동 참여 수준, 평균 학습시간, 동료학생과의 교류, 전공 

관련 스터디활동으로 나타남

§ 학생 동아리 활동에서 선ㆍ후배 및 동료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의사소

통역량 강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동료와의 활발한 교류와 동료와의 학습활동은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함

§ 수업 외 비교과 활동 참여가 학생의 핵심역량을 향상함

§ 학생 활동 중 다문화ㆍ글로벌 활동 참여가 문제해결역량, 의사소통역량, 진로

개발역량 향상에 공통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남

§ 스터디활동 중에서는 전공 관련 스터디활동이 문제해결역량과 의사소통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전공 관련 스터디가 다른 스터디활동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인 정보 

수집, 경청, 개방적 의사소통, 자기 드러내기,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

해 향상 요소가 많은 것으로 추론함

❍ 유현숙 외(2011)는 대학교육을 통해 육성되어야 하는 의사소통능력과 종합적 사

고력의 두 가지 핵심역량에 어떠한 학습과정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함

§ 의사소통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은 오늘날 대졸자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반

드시 구비해야 하는 능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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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기업이 의사소통능력을 인재 선발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함

§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수업 활동뿐만 아니라 수

업 외 활동도 중요함

§ 대학은 수업 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대학의 규모와 핵심역량과의 상관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종합적 사고력 양

자 모두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대학보다는 소규모 대학의 학생이 더욱 잘 개

발되었다고 인식함

§ 소규모 대학이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갖춘 학생을 육성

할 수 있는 잘 가르치는 대학이 충분히 가능함을 증명함

§ 대학교 수업활동 이외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관활동, 즉 정보통신기술의 활

용, 가치관이 다른 학생과의 교류, 동아리 및 봉사활동, 그룹스터디, 그리고 수

업 외 사고 활동 등이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에 모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순덕, 김가연(2015)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한 

학습공동체 활동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함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해석능력’, 

자기 생각이나 약점, 선호도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기제시능력’, 그리고 적극

적이고 주도적으로 의사소통을 이끌어가는 ‘목표설정능력’이 공동체 활동 후에 

의미 있게 향상됨

§ 서로 마음이 통하는 편한 구성원, 일정 기간 지속하는 공동체 활동, 주기적인 

만남과 자유로운 분위기의 팀 활동이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과 타

인의 의견을 듣고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함

§ 학습공동체 구성원 간 협동과정을 통해 탐구주제의 이해를 넓히고 심화하는 

체험의 기회가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언어적, 비언

어적 정보를 경청하는 해석능력이 향상됨

§ 공동의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학습조직이기 때문에 면대면 

방식에서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학습공동체 참여경험이 복잡하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함

§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

하는 핵심역량을 겸비한 사회인을 길러내기 위해 학생 주도적인 학습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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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유형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개설과 학생참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역

동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에 학습자를 자주 노출해야 함

❍ 김영희, 강문실(2015)의 연구에 의하면, 현장실습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이 향상됨

§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듣기와 읽기의 수용력, 말하기와 듣기의 전달력, 토론

과 중재의 조정력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조직 내에서 더욱 효율적인 의사소통

은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조직 생산력을 높임

§ 현장실습교육은 직무 현황에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의사소

통능력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임 

§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실천학습은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직

접 실습하고 상호 피드백을 얻게 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함

§ 개인 과제 및 팀 과제 수행과 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자 자신을 이해할 수 있

게 되고, 소통을 위한 실천의 당위성을 이해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활용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책

임감을 인식하게 되며, 대인관계가 향상됨

§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ㆍ증진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실천학습이 부각

될 가능성을 증명함

§ 실천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는 의사소통역량 증진을 위한 소집단 학습에 다양한 

형태로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까지 향상

됨

§ 의사소통능력 증진 및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간 비교과 연구

를 통하여 효과가 작은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백현기, 강경숙, 노정은(2017)의 연구에 의하면, 표현중심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함

§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결과, 의사소통, 민감성, 개방성이 향상됨

§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의도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공감적 

이해를 하면서 타인이 보내는 신호에 빠르게 대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

하게 드러냄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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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원이 자기 성장과 관련된 대인관계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고하여 내적 요인을 변화시킴

§ 표현중심 문학치료는 대인관계에 있어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

성, 개방성, 이해성에 효과적이므로, 대학 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함

   

❍ 김효진(2016)의 연구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통한 교육은 지식정보사

회의 중심이 되고, 경쟁력 있는 인재의 핵심역량 중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함

§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은 대학생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적용

을 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함

§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유연성 있게 배정한 콘텐츠는 우리나라 대학생이 다소 

취약한 말하기와 듣기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영역 학습을 증진함

§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은 발표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하며, 협업학습을 통해 나눔의 인성교육 실현을 가능하게 함

§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은 사회 구성원의 핵심역량으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커

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워줄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에 이바지함

❍ 신희선(2006)의 연구에 의하면, 스피치 교육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함

§ 읽고 생각하고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의사소통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 학생

의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단계적으로 키워갈 수 있음

§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스피치와 토론 과목은 시작 단계이므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의 과정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함

§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스피치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과 사

회가 원하는 핵심인재로 커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됨

§ 스피치 교육은 장차 리더로서 공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숙하게 

판단하며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을 갖추게 함

   

❍ 조성진(2016)의 연구에 의하면, 코칭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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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속에서는 인간의 주요 활동인 의사소통, 즉 말하기와 듣기, 대화와 

협상, 그리고 이를 통한 학습과 전이 등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동시

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

§ 코칭 프로그램은 사회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함

§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질문, 경청, 공감 및 칭찬 등 타인과의 대화에 있어 중

요한 기술(skill)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전반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됨

§ 의사소통능력 향상은 타인을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대인관계를 호전시킴

§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향상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코칭 프로그램은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에게 ‘쌍방향 의

사소통(two-way communication)’능력과 공감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요함

§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 의사소통교육은 대개 문학적ㆍ철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글쓰기, 말하기(발표)와 듣기, 토론(또는 대화와 협상) 교과목에 집중되

어 있으므로, 졸업 후에 경험하게 되는 실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함

§ 최근 들어 많은 기업에서는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 도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능력과 관련이 있는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을 향상

시키는 코칭 프로그램의 가치는 더욱 큼

§ 대학의 글쓰기, 말하기와 토론 등에 국한된 기존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은 개

선, 진화되어야 하고 융ㆍ복합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배수현, 박정숙(2015)의 연구에 의하면, 교과 외 코칭 프로그램이 의사소통능력

과 리더십을 향상함

❍ 박희숙, 김영진, 최동숙(2017)의 연구에 의하면, 팀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을 향상함

§ 팀기반 학습방법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방식과 비교해 볼 때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임

❍ 송명자, 이현림(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인간

관계 변화, 만족감, 의사소통, 친근감, 개방성 및 이해성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효

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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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인 의사소통기법 강의와 훈련을 받은 학생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됨.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생각을 관찰하고 더 잘 깨닫게 됨

§ 프로그램 참여 후 인간관계를 하는 데 보다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됨

§ 의사소통훈련을 마친 후에도, 개방적, 자발적, 자유로운 느낌 표출, 공감력과 

포용력 향상, 자신감 등이 향상되어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함

§ 인간관계훈련 경험은 일상적인 관계에도 확대되어 일어나며 나아가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됨

❍ 송윤희(2017)의 연구에 의하면, 현장실습교육 경험은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대

인관계능력을 향상함 

§ 현장실습교육은 기업조직 내에서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함

§ 현장실습교육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직무현장에서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조직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함

   

❍ 최상민(2019)의 연구에 의하면, 역할극 활용 프로그램은 의사소통역량을 향상함

§ 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수나 설강 

등 양적인 교육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교과프로그램은 물론, 비교과 프로그램

으로서의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습자의 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질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학습자는 역할극 활용 프로그램에서 특정 역할을 통해 또는 역할바꾸기를 통

해 다양한 상황과 대상에게 맞는 소통표현을 익히는 데 유익했다고 보고함. 

또한, 강의중심이 아닌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체험하고 느낄 기회가 많아서 

의사소통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어떤 소통상황을 만들어갈지에 대

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보고함 

❍ 김현우, 강선영(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소통역량과 창의적 사고역량의 개

발을 위하여 일일 캠프형식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의사소통역량의 

하위항목인 정보수집, 자기표현, 타인관점 이해의 영역이 실시 이전보다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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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에 대한 개념을 재정리하고 심리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다양한 활동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활동

을 실시함

§ 상황에 기반한 다양한 실제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찾는 연습과정, 

실제 문제에 대처하는 전략을 습득함

§ 소통역량과 관련한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 ‘자기이해와 표현’, 

‘차이점 이해 및 상호 존중’, ‘소통의 중요성 인식’, ‘타인 관점의 이해와 공감’

에 대하여 배우고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학생은 상대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력, 상대방과의 다름 

인정, 타인을 이해하는 법,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

어졌고 자신과 다른 점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갈등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소통협력 역량 관련 교육사례는 <표 4>와 같음

구분 세부내용

K대학

§ 프로그램명:� 코칭� 프로그램(배수현,� 박정숙,� 2015)

§ 참여� 대상:� 간호대� 학생� 26명

§ 운영� 부서:� 간호대학

§ 운영� 기간(시간):� 8회기(회기당� 2시간/비교과)

§ 주요� 특징

-� 집단코칭(모둠당� 4~6명)과� 개별코칭,� 실습� 및� 토의로� 구성

-� 8단계의� 코칭� 과정:� 공식계약,� 사전평가,� 관계� 형성,� 목표� 설정,� 현실� 파악,� 계

획,� 이행,� 평가� 단계를� 거침

-� 각� 단계별� 질문,� 경청,� 피드백의� 코칭� 기술� 적용� �

W대학

§ 프로그램명:� 표현중심� 문학치료� 프로그램(백현기� 외,� 2017)

§ 참여� 대상:� W대학� 학생� 16명

§ 운영� 부서:� 상담실무� 전공� 연구자

§ 운영� 기간(시간):� 10회기(회기당� 80분/비교과)

§ 주요� 특징

-� 매� 회기마다� ‘명상’활동으로� 시작

-� 회기� 활동� 후� 현재의� 느낌과� 감정을� ‘한마디� 한문장’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마

무리

-� 도입,� 실행,� 통합,� 새� 방향� 설정으로� 세분화하여� 구성� �

서울소재�

10여개�

대학

§ 프로그램명:� 상황판단력� 향상� 프로그램(권민철� 외,� 2014)

§ 참여� 대상:� 서울시� 소재� 10여� 개� 대학의� 대학생� 15명

§ 운영� 부서:� 교육심리전공� 연구자

<표� 4>� 소통협력� 역량� 관련� 교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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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 운영� 기간(시간):� 2회기(회기당� 3시간/비교과)

§ 주요� 특징

- 5명씩� 소그룹으로� 구성:�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집중

- 1회기:� 협력과� 중재

- 2회기:� 리더십과� 조직에� 대한� 이해

U대학

§ 프로그램명:� 인간관계훈련(송명자,� 이현림,� 2008)

§ 참여� 대상:� U대학� 교양강좌� 수강생� 12명

§ 운영� 부서:� 교양대학� 소속� 교수

§ 운영� 기간(시간):� 14회기(회기당� 100분/비교과)

§ 주요� 특징

- 강좌� 시작� 전,�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인간관계� 변화� 측정을� 위한� 검사� 실시

- 전반부� 7회기는� 강의,� 후반부� 7회기는� 소집단� 훈련

- 매회� 훈련� 후� 참여자들은� 경험보고서� 작성

N대학

§ 프로그램명:� 학습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순덕,� 김가연,� 2015)

§ 참여� 대상:� 남부대� 재학생� 188명(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비교과)

§ 운영� 부서:� 교양수업� 운영� 교수

§ 운영� 기간(시간):� 8주� 수업(주� 1회,� 회당� 2시간� 이상� 모임)

§ 주요� 특징

-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주도적학습� 능력에� 미치는� 효과� 파악을� 위한� 사전검사�

- 3~10명� 단위의� 자율적� 학습공동체� 구성

- 주간학습보고서,� 학습포트폴리오� 평가

S대학� �

§ 프로그램명:� 웰코칭(이순덕,� 김가연,� 2015)

§ 참여� 대상:� 선문대� 재학생

§ 운영� 기간(시간):� 21시간/비교과

S대학

§ 프로그램명:� 학습코칭의� 이해와� 실제

§ 참여� 대상:� 서울디지털대� 재학생

§ 운영� 기간(시간):� 20시간/비교과

S대학

§ 프로그램명:� 대학코칭� 리더십

§ 참여� 대상:� 성균관대� 재학생

§ 운영� 기간(시간):� 32시간/비교과

S대학�

§ 프로그램명:� Success-UP� CAMP(김현우,� 강선영,� 2018)

§ 참여� 대상:� 74명� 학생(8개� 그룹으로� 구성)

§ 운영� 부서:� S대학� 교육혁신단

§ 운영� 기간(시간):� 1일� 캠프형식으로� 진행/비교과

§ 주요� 특징

- S대학� 6대� 핵심역량� 중� 소통역량과� 창의적� 사고역량� 개발에� 초점

- 4가지� 모듈로� 프로그램을� 구성

- Module� 1:� Nice� to� meet� ME!(프로그램� 목적이해,� FIRO-B검사에� 대한� 이해,�

구성원과의� 라포형성)

- Module� 2:� 최적의� 대안을� 찾아라(소통역량,� 창의역량� 함양을� 위한� 그룹활동)

- Module� 3:� 너와� 나의� 연결고리(2인� 1조� 관찰게임,� 정서� 공감하기,� 그룹� 활동,�

활동� 피드백)

- Module� 4:� Happy� conflict(갈등이해,� 갈등경험� 공유,� 그룹활동,� 갈등관리� 플래

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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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J대학

§ 프로그램명:� 실천학습� 프로그램(김영희,� 강문실,� 2015)

§ 참여� 대상:� J대학� 수업� 참여� 학생� 40명

§ 운영� 부서:� 교양대학� 소속� 교수

§ 운영� 기간(시간):� 15주� 수업(주� 1회/� 회당� 2시간/교과)

§ 주요� 특징

- 팀과제� 30%(교수평가� 15%,� 동료평가� 15%)

- 개별실습과제� 20%(경청� 10%,� 칭찬� 10%)

- 3분� 스피치� 10%

- 성찰� 리포트� 15%

- 팀� 내� 동료평가� 10%

- 출석� 15%

K대학

§ 프로그램명:� 팀기반� 학습� 프로그램(박희숙� 외,� 2017)

§ 참여� 대상:� 간호대� 3학년� 학생� 66명

§ 운영� 부서:� 간호대학

§ 운영� 기간(시간):� 6회(주� 2회/� 1회� 2시간/2학점/교과)

§ 주요� 특징

-� 강의,� 토론으로� 구성�

-� 1단계:� 사전� 자가학습� 단계

-� 2단계:� 준비도� 확인시험� 단계

-� 3단계:� 팀� 내� 토의를� 통한� 그룹준비도� 확인시험� 단계

-� 4단계:� 팀� 간� 토론과� 교수의� 피드백

-� 5단계:� 이의제기와� 피드백� � �

D대학

§ 프로그램명:� 실천학습� 프로그램(김효진,� 2016)

§ 참여� 대상:� D대학� 수업� 참여� 학생�

§ 운영� 부서:� 교양대학� 소속� 교수

§ 운영� 기간(시간):� 15주� 수업(주� 1회/� 회당� 3시간/교과)

§ 주요� 특징

- 커뮤니케이션� 개념과� 이론� 이해

- 커뮤니케이션� 실무� 이해� 및� 실행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실천

- 강의,� 토론,� 발표� 병행� 수업

S대학

§ 프로그램명:� ‘발표와� 토론’(신희선,� 2006)

§ 참여� 대상:� S대학� 교양강좌� 수강생� 40여명

§ 운영� 부서:� 숙명여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 운영� 기간(시간):�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한� 14회기(회기당� 2시간/2학점/교과)

§ 주요� 특징

- 토의,� 토론,� 면접상황에서의� 인터뷰� 등� 말하기� 학습� 단계로� 진행

- 사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공적인� 상황의� 말하기� 과정을� 실습� 형태로� 심화

- 조별협동학습/신문활용교육/사이버� 토론방� 활용/토론대회와� 토론도우미� 활용

- 수업활동평가� 및� 유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확대,� 심화

J대학

§ 프로그램명:� 진로설계와� 코칭리더십(조성진,� 2016)

§ 참여� 대상:� 중부대� 재학생� 40명(정규� 교양수업� 참여자/교과)

§ 운영� 부서:� 교양수업� 운영교수

§ 운영� 기간(시간):� 1학기� 15주� 수업/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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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통협력� 역량� 교육의� 방향성

❍ 비교과 프로그램은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 교육성과

에 영향을 미침. 대학교 수업활동 이외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관활동, 즉 정보

통신기술의 활용, 가치관이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 동아리 및 봉사활동, 그룹스

터디, 그리고 수업 외 사고활동 등이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에 모두 긍

정적으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통협력 역량은 대인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이

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 간 이견 또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적극적 경청과 이해, 

효과적인 의사전달,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등 4개의 하

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효과적인 의사전달은 사회화의 과정으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본질이며, 한 개인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립하고 발전시키며 보존시키는 

수단이므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으로서 

매우 중요함 

❍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

한 매체나 방법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고, 다양한 세대와 문화, 상황 속에서 원활

하게 의사를 소통하는 능력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함

구분 세부내용

§ 주요� 특징

- 전반부:� 코칭에� 대한� 이해

- 후반부:� 코칭시연,� 동료코칭,� 무료코칭

- 코칭대화� 프로세스:� 정형화하기/상황� 파악하기/실행계획� 수립하기/양육� 지원하기

C대학

§ 프로그램명:� 역할극� 활용� 수업(최상민,� 2019)

§ 참여� 대상:� 조선대� 재학생� 중� <명저� 읽기>� 수업� 참여자� 22명

§ 운영� 부서:� 교양수업� 운영교수

§ 운영� 기간(시간):� 1학기� 15주� 수업(주당� 1시간/교과)

§ 주요� 특징

- 사전,� 사후� 검사

- 명저를� 통한� 감정� 이해,� 공감� 이해와� 연습

- 의사표현� 종류와� 방법� 이해,� 표현� 연습

- 자신의� 의사표현� 습관� 이해

- 설들,� 경청,� 논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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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 우리나

라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NCS의 직업기초능력 등에

서 의사소통능력은 모두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 국내 대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취약한 대인관계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

며, 인간관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 

대학생 시기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거

나 좌절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2019학년도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 소통협력 역량(82.2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

지만, 소통협력 역량이 평균보다 낮은 단과대학 및 학과, 개인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우리 대학은 학생생활상담소와 교양교육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소통협력 역량 관

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학생생활상담소의 

폭력통합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교양교육대학의 글쓰기 프로그램 등 한정된 프

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 관련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됨 

❍ 대학에서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의사소통교육은 대학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성취 

수준을 목표로 하되, 취업 진입을 위한 교육과 취업 후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겸비한 사회인을 길러내기 위해 학생주도적인 학습공동체의 활성화

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취업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비중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취업 캠프

와 같은 일회성 행사나 비교과 운영 또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우므로 지속적

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 

❍ 대학에서 운영하는 소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은 어학 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

교육, 학습능력 제고에 치중된 편이나 예비 사회인으로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태도와 인간관계, 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어야 함

❍ 학생의 역량을 직ㆍ간접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팀 체제 활동, 학습공동체 활동, 

실천학습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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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극 활용 프로그램, 코칭 프로그램, 사적ㆍ공적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프

로그램, 표현중심 문학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사소통증진 비교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교육프로그램 설계 시 참여 대상 학생들의 요구분석과 관련 교수들의 요구사항

을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역량 제고 비교과 프로그램 설계 시 심리검사 결과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

료에 기초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체득될 수 있도

록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다양한 유형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개설과 학생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을 통해, 

역동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에 학습자를 자주 노출해야 함

❍ 의사소통능력 증진 및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간 비교과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대학의 글쓰기, 말하기와 토론 등에 국한된 기존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은 개선, 

진화되어야 하고 융ㆍ복합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스피치와 토론 과목은 시작 단계이므로 여러 각도에서 다

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의 과정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어야 함

  

다.� 지식탐구� 역량

1)� 지식탐구� 역량의� 정의� 및� 교육� 필요성

   

❍ 지식탐구 역량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새로운 경험과 정보

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시대 현실이 요구하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4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설정 및 학

습계획 수립, 학습실행, 학습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

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지식과 정보를 논리적 사고에 기초하여 수집하고 

정리하며,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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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자신의 지식체계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  

§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구: 인간, 사회, 자연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 전공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

§ 정보기술의 활용: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 선택, 분

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대학이 전통적으로 학문(지식)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지식탐구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식탐구 역량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융합인재가 갖추어야 할 주요 특징에 해당해 미래에도 지

식탐구 역량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융합인재는 전문적인 전공지식을 갖추고(전문성), 언어능력(의사소통능력), 새

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기존의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

는 능력(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문제해결능

력),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업하는 능력(협업능력)을 갖춘 사람을 일컬음

§ 이선경 외(2013)는 융복합교육에 있어 지식탐구 역량의 중요성을 분석하면서, 

도구의 상호작용적 활용 역량이 융복합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

심적인 역량이며, (1) 언어, 상징, 텍스트 활용, 핵심 개념 및 원리의 습득 및 

활용, 그리고 (2) 테크놀로지 활용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함. 

언어, 상징, 텍스트 활용, 핵심 개념 및 원리의 습득과 활용은 문제 확인 및 

이해, 주제 선정, 자료 수집 및 선별, 수업 시연 등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으

며, 테크놀로지 활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질의응답 및 과제물 공

유, PPT, Media Player 활용한 홍보 동영상(UCC), 홍보 포스터 제작 등의 사

례에 적용할 수 있음(정재원, 2015)

 

❍ 자기주도적 학습은 성인학습의 특징으로 1975년 Knowles에 의해 처음 정의되어 

사용됨(Knowles, 1975). Knowles는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스스로 학습욕구를 진

단하여 학습목표 설정, 인적ㆍ물적 자원 확보, 학습전략 선택ㆍ실행 및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음(김성훈, 2015; 김나미, 김효원, 2015).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논의됨

§ 1980년대 중반 이후 Zimmerman & Marinez-Pons(1990)는 성인학습에 적용

되던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을 학생에게 적용하기 시작함. 그에 따르면, 자기주

도학습이란 아동이 학습할 때 상위 인지적ㆍ동기적ㆍ행동적으로 자신의 학습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이러한 자기조절이 학업성취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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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실제적인 촉진제라고 함.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학생의 특성은 높은 

성취와 뛰어난 능력을 갖춘 학생의 특성과 일치하며,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

생과 반대된다고 함 

§ 자기조절능력은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모든 학생이 학습과 성취에 대한 통제

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특히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에게 보이는 학습

부진을 완화할 수 있음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이란 두 용어는 비판적 사고라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

될 수 있음. 비판적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존 듀이(John Dewey)로부터 

시작함. 듀이는 비판적 사고를 ‘반성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어떤 신념이나 가정

된 지식의 형식을 그것의 근거와 그것이 도달하려는 결론을 조명하여 적극적이

고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음

❍ Watson & Glaser(1942)3)는 비판적 사고를 “어떠한 믿음이나 증거로 미루어 추

정된 형태, 그리고 결론으로 취해지는 것을 조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글레이저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정의는 듀이의 정의

에서 ‘근거’를 글레이저는 ‘증거’로 바꾸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유사함. 글레이저

는 비판적 사고의 기본적 기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문제를 인지하고, (2)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작동 가능한 방법을 찾으

며, (3)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4) 진술되지 않은 가정과 가치를 

인정하고, (5) 언어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6) 자

료를 해석하고, (7) 증거를 감식하고 진술을 평가하며, (8) 명제 간의 논리적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9) 보증된 결과와 일반화를 끌어내며, (10) 자신이 

도달한 일반화와 결론을 테스트하고, (11) 보다 광범위한 경험의 토대 위에서 

믿음의 패턴들을 재구성하며, (12) 일반생활 속의 특정한 사물과 성질에 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림(Watson and Glaser, 1942; 최훈, 2010에서 재인용)

❍ 미국 철학학회의 델파이 보고서(Fracione, 1990)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는 해석, 

분석, 평가 및 추론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며, 동시에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개념적, 방법론적, 표준적, 또는 맥락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

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함

3) ‘왓슨 글레이저 비판적 사고 평가’(Waton-Glaser Critical Thinking Appraisal)라는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비판적 사고 검사를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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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2002)는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면 폭넓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추론의 사고”라고 정의함 

❍ 김영정(2004)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의 주요 특성으로 심층성, 다각성, 영역 전

이성이 있음. 이러한 주요 특성은 “새로운 문제 영역과 그 문제 영역에 적용 가

능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 및 분석하고, 그것의 함축과 전제를 파악해 내고, 

관련된 여러 요소를 변형, 결합, 분석, 종합해 보고, 어떤 가능한 발상 전환적 해

결책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평가해 낼 줄 아는 능력”이기 때문임(최훈, 2010)

❍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구 중 지식은 목적 그 자체보다는 기능으로 역할을 함(고

영만, 권용혁, 2002). 독일의 정보사회학자 베어지히(Gernot Wersig)는 현재 가

속화되는 “정보홍수”라는 표면적 현상의 심층구조에는 개인, 조직 및 문화에 대

한 지식의 역할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함(Wersig, 1993; 고영만, 권용혁, 

2002). 베어지히에 따르면, 지식의 역할 변화는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심화되

기 시작하였으며, 변화가 소위 근대 후기라는 시대적 전환기에 접어든 1960년대 

후반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Lyotard, 1986). 지식의 역할 변화는 

철학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이라는 두 진화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고영만, 권용

혁, 2002) 

❍ 두 진화적 측면에서의 지식의 역할 변화와 동시에 지식은 

§ 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식이 탈개인화(depersonalization)되었으며, 

§ 관찰기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식이 신뢰화(believability)되었고, 

§ 표현기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식이 파편화(fragmentation)되었으며, 

§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식이 합리화(rationalization)되어 자율적인 형

태로 구현되고 있음(Wersig, 1993)

❍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정해진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지식을 탐구하고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제시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정보기술의 활용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 선택, 분

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임. 19세기에는 자연적인 자원에 의존했던 시대였다

면, 21세는 ‘사람이 곧 자원’이 되는 시대로 변화하였음(오경선, 안성진, 2012). 

20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핵심역량으로 여러 선진국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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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제시한 역량은 ‘대인관계’, ‘사고력’, ‘정보기술의 활용’임 

❍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학술연구자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 웹 사이

트 이외에도 학술정보 포털사이트, 인터넷 포털, 심지어는 동료 연구자의 블로그

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있음. 더 나아가 이들은 소셜미디어

를 통해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학술연구자는 선택할 

수 있는 정보원이 늘어나고, 자료유형이 다양해지고, 생산되는 정보량이 증가함

에 따라 정보 활용 패턴과 정보요구도 변화하기 시작했음(김정환, 김재훈, 황재

영, 2011)

❍ 2019학년도 우리 대학의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 지식탐구 역량(78.1점)은 성신 

6대 핵심역량 중 세 번째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4개 하위역량의 평균은 76.0

점에서 80.8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지식탐구 역량을 구성하는 4개의 

하위역량의 평균은 정보기술의 활용이 80.8점으로 가장 높고, 논리적 사고와 비

판적 분석이 76.0점으로 가장 낮았음. 자기주도적 학습과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

구는 77.8점으로 동일함. 한편, 지식탐구 역량 및 하위역량 점수 분포에 평균보

다 낮은 단과대학 및 학과, 개인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그림 3] 참조)   

[그림� 3]� 2019학년도�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지식탐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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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탐구� 역량� 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 자기주도학습의 교수방법모델로는 Grow(1991)가 제시한 단계적 자기주도학습 

모델이 있음. Grow(1991)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생을 의존적 학습자, 흥미

를 가진 학습자, 참여적 학습자,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네 가지 발달수준으로 구

분함. 발달수준에 적합한 수업전략 및 교사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을 대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

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으로 

사용되고 있음(송인섭, 2006) 

❍ Caffarella & O’Donnell(1987)은 자기주도학습은 고립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동료, 교육기관 등 매우 다양한 협조

자들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움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 

전체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책임을 지는 학습이라고 정의하여 독자성이 강조

된 이전 모델과는 차별화함

❍ 정미경(2002)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자기주도학습자는 상위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사용함

§ 자기지향적인 피드백을 사용함

§ 특정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 학습과 동기는 밀접한 상호연관이 있음

❍ 한순미(200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학습활동을 병행하

는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함. 프로그

램을 경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표면적 전략인 시연(presentation)

과 심층적 전략인 조직화, 정교화 전략을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였음. 또한, 전반

적인 동기 저하가 일어나는 학기 말의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은 그

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동기 저하가 낮게 일어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오히려 증

가하였음 

❍ 권순철, 김성봉, 이인희(2015)는 대학생 자기관리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대학생

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함. 대학생 자기관리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처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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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treatment group) 35명과 처치하지 않는 통제집단(control group) 38

명의 차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음. 연구 결과, 대학생 자기

관리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음. 권순철, 김성봉, 이인희(2015)의 

연구는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효과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음. 이러한 교양교육과정의 사례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만하

다고 판단됨

❍ 김나미, 김효원(2015)은 국내에서 진행된 대학생 대상 자기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사례을 크게 자기주도학습중심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의 주요 전략을 중

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분함

§ 한미순(2006)과 백경숙(2012)의 자기주도학습중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업성취도의 변화

를 관찰함. 그 결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김은영과 박승호(2010)가 실시한 노트필기 훈련과 김영은(2015)이 실시한 시

간관리 훈련에서 자기주도학습의 주요 전략 프로그램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하주영, 이고운(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은 전통적으로 ‘사실과 지식을 어

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하여, 교수 위주의 전달식 교육을 시행하여 옴. 최근

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생이 어떠한 교육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

습성과를 달성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

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학생 스스로 지식을 

내면화하며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기술을 증진하려 노력하고 있음 

§ 최근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통

해서 학습자 스스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발전시키면 비판

적 사고기술이 향상됨(최희정, 2004) 

§ 보편적으로 강의를 들으며 발달하는 필기과정을 교수학습법으로 발달시킨 노

트필기법은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세분화, 정교화, 구체화하여 기록하는 전략

으로 작용할 수 있음(김은영, 박승호, 2010; 김재철, 2005). 학습자는 노트필

기법을 통해 주의집중력과 학업성취도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도 

향상함(김은영, 박승호, 2010)

§ 이론과 실습 통합교육은 학습몰입도를 향상하며 능동적인 사고와 학습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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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될 수 있음(김지희 외, 2007). 따라서 비판적 사고기술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전달위주의 교수학습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교육해

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신경림, 하주영, 김건희, 2005), 학습자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경험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 신입생을 교수학습방법에 노출하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대학 

신입생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성장하는 고등교육 이행기를 경험하는 시기이

므로 새로운 학습과정에 도전하게 됨(Stupnisky et al., 2008). 대부분 신입생은 

교양과목과 더불어 일부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있어 교양 지식과 전공지식을 통

합하고 적용하는 학습방법을 익히기 위해 신입생과 교수자의 부단한 소통이 필

요함(신정철, 정지선, 신택수, 2008). 그러나 학습능력이 부족한 신입생의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변

영계, 강태용, 2001). 따라서 대학은 학습자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법

을 경험해 비판적 사고력을 계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법을 통해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개발한 선

행 사례로는 실습교육의 현황(김남초 등, 2005), 문제중심학습을 통한 비판적 

사고기술(최희정, 2004), 노트필기훈련을 통한 학습인지능력(김은영, 박승호, 

2010), 기초과학 통합교육의 적용 소개(김지희 외, 2007), 보건계열 대학 신입

생을 대상으로 한 선호하는 교수학습법과 비판적 사고기술 점수의 관계를 파

악한 사례(하주영, 이고운, 2014) 등이 있음

❍ 교육학자인 존 맥펙(John E. McPeck)은 비판적 사고의 교육 가능성에 대해 회

의적인 시각을 가짐. 맥펙은 비판적 사고는 특정 사물 또는 주제에 관한 점임을 

강조하고, 어떠한 주제나 활동이 아닌 일반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려는 주

장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함. 즉 맥펙은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모든 영역에 획일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것임. 각 지식 영역은 고유하

고 독특한 논리, 구조, 관련 배경 지식이 있으며, 그러한 영역을 이해하는 것을 

떠나서 ‘비판적 사고’라는 추상적 능력만으로는 그러한 지식 영역 관련 특성을 

획득할 수는 없음. 따라서 맥펙은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올

바른 방법으로서 각 교과 영역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비

판적 사고의 함양은 지식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지

식과 기술의 탐구가 지식탐구 역량의 하위역량 중 한 축을 차지하는 이유임

❍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은 주로 북미, 유럽의 학자를 중심으로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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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부터 연구되기 시작함. Elbaz(1981)에 의하면, 실천적 지식은 자주적인 

행위 주체인 교사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교육 행정가, 연구자 등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지식을 

말함. 실천적 지식은 과목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 자아에 대한 지식, 학교 환경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됨

§ 실천적 지식은 경험지식이며 이론적 배경을 둔 지식, 신념, 태도까지 포괄하는 

개념임(박상규, 2018). 실천적 지식은 복잡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학자에 따라 

상황지식(situated knowledge), 개인적 실천적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 실천행위 내 지식(knowing in action), 장인지식(craft 

knowledge), 개인적 이론(personal theories)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함(박상규 

2018)

  

❍ 박상규(2018)는 교육기부를 통한 실천적 지식전달이 의사소통 역량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교육기부활동은 상호 배움과 성장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학습의 확장이라고 정의함(신정순, 임예진, 

2015). 따라서 교육기부는 기업 및 단체, 공공기관, 학교 및 연구소, 개인 등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비영리로 초ㆍ중ㆍ고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분야의 

기부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박상규, 2019; 장신호, 2011). 교육기부를 통한 실천

적 지식 전달은 의사소통 역량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 특히 창의적 개

방적 의사소통,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의 관점 이해에 대한 요인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강의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통제집단보다 실천학

습에 기반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의사소통능력이 보다 효과적으

로 증진되었다는 연구(김영희ㆍ강문실, 2015)와 유사함 

❍ 자원활용능력과 관련하여 대학은 학습자가 재학 중 학술정보이용 능력을 습득해

야 한다고 인식함. 정보이용능력은 대학 졸업자가 사회에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는 기초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대학 졸업자가 사회에서 고용기회

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평생 자신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학

술정보 이용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인함(유재옥, 2004)

❍ 지식탐구 역량 관련 교육사례는 <표 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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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D대학�

§ 프로그램명:� 자기주도학습� 증진� 프로그램(정창숙,� 2017)

§ 참여� 대상:� D대학� 4년제� 간호학과� 2학년� 학생� 40명

§ 운영� 부서:� 간호학과�

§ 운영� 기간(시간):� 1회� 120분씩� 주� 2회� 4주� 동안

§ 주요� 특징

-�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현장실습� 전의� 2학년�

학생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및� 임상수행능력을�

증긴시키자� 시행함

S대학

§ 프로그램명:� 회복탄력성� 프로그램(STEP-UP� PROGRAM)(김나미� &� 김효원,� 2015)

§ 참여� 대상:�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 중� 대학중도탈락자�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

원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대상

§ 운영� 기간(시간):� 2주에� 한� 번씩� 총� 8회에� 걸쳐� 16주간� 진행

§ 주요� 특징

-� 서울� 소재� S대학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한� 멘티� 9명과� 동료� 멘토� 12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진행

-� 효과분석을� 위해� 대학에서의� 학습과� 적응에� 필요한�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

취도,�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에� 변화가� 있는지� 양적� 검정� 실행

-� 학생� 변화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질적� 검증� 실행� �

S대학

§ 프로그램명:� 노트필기� 훈련(김은영,� 박승호� 2010)

§ 참여� 대상:� 서울� 소재� S여대� 재학생� 86명(실험집단� 45명,� 통제집단� 41명)

-� 실험집단:� 1학년� 33명,� 2학년� 8명,� 3학년� 1명,� 4학년� 3명

-� 통제집단:� 1학년� 8명,� 2학년� 17명,� 3학년� 14명,� 4학년� 2명

§ 운영� 기간(시간):� 실험집단은� 총� 10차례(1회당� 60분씩),� 16주간� 노트필기� 훈련에�

참여

§ 주요� 특징

-� 노트필기훈련� 프로그램은� 학생이� 노트필기� 전략을� 지속해서� 사용하고,� 꾸준히�

복습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학생이� 노트필기를� 통해� 학습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노트필기� 방법을� 구성하

고,� 꾸준한� 적용을� 위해� 한� 학기� 동안� 훈련함

-�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훈련프로그램� 4회에� 걸친� 중간점검,� 노트필

기�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학생이� 자신의� 노트필기� 행동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함�

-� 학습전략검사,� 주의력� 검사,� 학업성취도를� 사전ㆍ사후검사로� 사용함

-� 노트필기� 전략이�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갖추어야� 할� 효과적인� 학습방법의� 하나

임을� 입증�

S대학

§ 프로그램명:� 시간관리� 훈련� 프로그램(김은영,� 2015)

§ 참여� 대상:� S대학� L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61명(실험집단� 31명,� 통제집단� 30명)

-� 실험집단:� 1학년� 14명(45%),� 2학년� 12명(39%),� 3학년� 3명(10%),� 4학년� 2

명(6%)

-� 통제집단:� 1학년� 16명(53%),� 2학년� 6명(20%),� 3학년� 4명(13%),� 4학년� 4명

(13%)

§ 운영� 기간(시간):� 2011년� 2학기�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업� 후� 주� 1회�

<표� 5>� 지식탐구� 역량� 관련� 교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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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총� 10회;� 프로그램� 진행시간� 1시간� 30분씩� 11주간� 실시;� 중간고사�

기간은� 진행하지� 않음

§ 주요� 특징

-� 총� 10차시에� 걸쳐� 시간관리� 훈련에� 참여(1회� 프로그램� 소개;� 2회� 시간� 사용�

분석;� 3회� 목표설정;� 4회� 우선순위;� 5회� 지연행동;� 6회� 지연행동� 개선;� 7회�

시간관리� 전략� I;� 8회� 시간관리� 전략� II;� 9회� 시간관리� 실습;� 10회� 마무리)

-� 학습자� 중심� 활동을� 강조해� 프로그램� 진행은� 강의보다� 개별� 또는� 조별활동으로�

진행하여� 학생참여� 유도

-� 훈련� 전후로� 시간관리� 행동검사,� 학업적� 지연행동검사,� 의지통제검사,� 학업성취�

점수� 비교

-� 시간관리�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세� 번에� 걸쳐� 학생이� 작성한� 성찰보고서를� 분

석;� 학생이� 계획이나� 목표설정은� 잘하지만,� 수행이나�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시간관리� 계획과� 실천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한편,� 학생� 스스로� 시간관리� 계획� 및� 실행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성찰보

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시간관리� 훈련은� 여대생의� 학업성취� 영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시간관리�

훈련� 중� 학생은� 실제� 교수자가� 제시하는� 과제� 수행� 시간� 이외에� 학습시간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습시간을� 늘리기� 위해� 주말이나� 공강� 시간,� 통학시간�

등을� 이용해� 학습시간을� 늘리는� 계획을� 실행함

-� 시사점:� 대학� 신입생을� 위한� 시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시간관리는�

신입생의� 대학생활�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고,� 신입생을� 위한� 시간관리� 프로그

램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음

H대학교

§ 프로그램명:�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윤정선,� 박부진,� 2014)

§ 참여� 대상:� H대학교� 재학생� 중� 프로그램� 참가� 의사를� 밝힌� 24명

§ 운영� 기간(시간):� 3주� 동안� 4번� 한� 회기당� 60분씩� 총� 12회�

§ 주요� 특징

-� 대학생을� 위한�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중재가� 대학생의� 자기주도학

습능력과�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1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구조화함

-� 2ㆍ3ㆍ4회기의� 구성요인은� 동기조절로� 자아개념,� 내적� 동기,� 진로� 탐색,� 목표

설정,� 학습계획을� 다룸

-� 5ㆍ6ㆍ7ㆍ8ㆍ9회기의� 구성요인은� 인지� 조절이며,� 주의집중� 전략,� 기억� 전략,�

학습� 내용의� 구조화,� 책� 읽기와� 쓰기� 전략을� 다룸

-� 10ㆍ11ㆍ12회기의� 구성요인은� 행동조절로� 시간관리,� 환경관리� 전략을� 다룸

-� 각� 회기는�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구성됨

-� 설문� 조사� 결과

Ÿ 대학생을� 위한�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함

Ÿ 본�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향상했으나� 외재적� 동기를�

향상하지는� 않았음

Ÿ 자기� 주도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경험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음�

-� 한계점:�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공계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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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식탐구� 역량� 교육의� 방향성

❍ 전통적인 학문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서 대학이 가지는 일차적인 서비스가 전공

과 교양교육이므로,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으로 역량을 키우기보다 전공과 

교양 교육과정에서 함양하기 어려운 영역을 발굴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지식탐구 역량의 함양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2019학년도 우리 대학의 성심핵심역량검사에 따르면, 지식탐구 역량은 6개 핵

심역량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식탐구 역량을 구성하는 4개의 

하위역량 평균은 정보기술의 활용이 80.8점으로 가장 높고, 논리적 사고와 비

판적 분석이 76.0점으로 가장 낮았음. 자기주도적 학습과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구는 77.8점 동점으로 중간을 차지하였음. 지식탐구 역량 및 하위역량 점수 

분포에 평균보다 낮은 단과대학 및 학과, 개인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대학이 전통적으로 학문(지식)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지식탐구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 우리 대학의 비교과 프로

그램의 경우 지식탐구 역량 관련 프로그램 수 및 참여 학생 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양적인 면에서는 충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식

탐구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관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을 함양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비

교과 교육과정 위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4단계의 소규모 집중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라.� 창의융합� 역량

1)� 창의융합� 역량의� 정의� 및� 교육� 필요성� � �

구분 세부내용

-� 시사점:� 특히� 인문학적� 사고와�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공계� 대학생이�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기술을� 제공했음.�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프

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했다는� 사실은� 본� 프로그램의� 구성과� 활용이� 적절하였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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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성신핵심역량 중 하나인 창의융합 역량은 “열린 사고로 현상을 분석하고, 다

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섭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창의적인 관점과 방법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4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다양한 지식과 새로운 현상을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수용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적 발상과 기획: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거나 다양한 생각과 접근

방법을 조합하여 기획할 수 있는 능력

§ 새로운 가치 창출: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유ㆍ무형의 산출물

(예: 학술발표, 공모전, 창업, 작품, 교내외 발표, 발명 등의 활동)을 만들어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 융합적 문제해결: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 다학문적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융합 역량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

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능력이면서 긍정적이고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

임(이가형, 이경화, 2018)

§ 창의성이란 개인이 특정 맥락을 포함한 배경 안에서 제반 사태나 문제를 새롭

고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며,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자아실현

과 적응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사고 및 활동(박주연 2013)으로서, 새롭고 적절

하며 가치 있는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유로

운 성장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자아실현적 창의성과 연결됨

§ 창의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탐색을 통해 얻은 지식과 창의적 문

제해결방안을 계획하면서 지식의 연결과 전이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사고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융합역량의 함양이 필요함(최재천, 2011)

§ 융합적 사고역량이란 자신이 속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

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

술을 넘나들며 수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같은 맥락임(홍

효정, 이재경, 2015)

§ 창의융합 분야 선행연구(이애화, 최명숙, 2014; 임정훈, 박용호, 김미화, 2015)

는 창의 영역에 융합을 포함시키거나 융합 영역에 창의를 포함시키는 방향으

로 기술함. 창의역량과 융합역량을 별개의 구인으로 보는 것은 편협한 접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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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능력과 태도를 넘어 실천적 행동까지도 포함한 총체적 차원의 창의ㆍ융합

역량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김정연, 태진미, 2017). 김정연(2017)은 창의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격, 창의적 리더십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 및 추론하여 이를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으

로 정의함으로써 두 가지 역량이 함께 작동할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3대 역량으로 창의성,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을 제시함(World Economic Forum, 2016). 창의성은 시

대적 요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행복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졸업 후 사

회에서 자신의 기량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는 대학생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미래변화에 따른 국가발전전략을 제안한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보고서(유현

숙 외, 2011)에서는 미래인재상으로 창의ㆍ융합형 인재를 제시하며 문제를 창조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함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복합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 그리고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감성적 지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함. 크리에이터(Creator) 양성교

육, STEAM 융합교육,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교육, 크로스 오버 

러닝(Cross over Learning), 디퍼러닝(Deeper Learning) 등의 교육내용과 교육방

법이 필요함(한동숭, 2016)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전망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

운 직업은 인간의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창의성, 기

획력 등을 요구하는 직업임.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여 신종 직

업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봄(서옥순, 2017)

§ 대학생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컴퓨터 관

련 IT기술과 관련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콘텐츠 역량보다 기술적 능력

과 복합문제해결능력을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안윤정, 임윤

서, 2017). 한편, 학습지원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결과, 전공지식, 창의성, 문제

해결력, 글로벌 역량, 테크놀로지 활용역량 순으로 나타나, 학습자 스스로 창

의ㆍ융합역량의 하위요인인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었음(엄미리, 최원주, 송윤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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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를 위한 창의적 인재역량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2015 교육

과정 개정의 주요배경 요인으로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의 필요로 나타남. 개정

된 교육과정에서는 창의ㆍ융합 인재의 역량을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6대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추구해

야 할 인간상으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제시함(교육부, 2016) 

❍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창의적인 혁신을 시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

함. 창의적 인재는 전통적인 창의성의 특성을 보이면서 사회적 맥락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산출하는 일을 해내는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개념화됨(조연순, 2

011; 김성훈, 2011)

❍ 융합인재는 전문적인 전공지식을 갖추고(전문성), 언어능력(의사소통능력), 새로

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기존의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문제해결능력), 다

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업하는 능력(협업능력)을 갖춘 사람을 일컬음(김혜영, 2

013)

❍ 창의ㆍ융합형 인재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창의성, 협력, 리

더십, 그리고 인문ㆍ사회 소양과 전문분야의 결합, 즉 학문 간 경계를 낮추고 다

른 학문 간 융합역량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임유진, 김보경, 김세영, 임현

진, 2019)  

§ 한양대학교 창의ㆍ융합대학은 21세기에 걸맞은 창의ㆍ융합형 인재를 ‘협업형 

창의ㆍ융합 인재, 브리꼴레르’로 정의하고, 핵심역량으로 인문 소양, 전문성, 

창의적 문제해결, 융합적 사고, 자기주도성, 협력적 리더십으로 규정함(유영만, 

2013)

§ 강경종, 윤여인, 정호(2013)는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란 기술과 기술의 결합능

력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의 능력과 전문분야(기술)의 결합능력을 두루 갖

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정의함

§ 김태은, 이재진, 우연경(2017)은 창의ㆍ융합 인재를 기존 학문의 틀을 허물고,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이공계 분야의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자로서의 융합학문

적 소질이 있는 인재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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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연, 이경화(2017)는 대학생의 창의ㆍ융합역량을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

격, 창의적 리더십, 융합적 사고, 융합적 가치 창출이라는 5개의 요인으로 설

명하고, 요인들은 위계적 차원이 아닌 단일차원으로 병렬적인 관계임을 규명

하면서 창의역량과 융합역량은 밀접한 상관을 가지며 분리된 것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주장함

❍ 창의ㆍ융합형 인재는 해당 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문제 창조

형 인재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고정된 틀을 벗어나 문제 상황을 직관적으로 감

지하고 전혀 다른 영역의 전문적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오헌석, 성은모, 2013) 

❍ 2019학년도 우리 대학의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 창의융합 역량(74.3점)은 성신 

6대 핵심역량 중 두 번째로 낮은 평균을 보임. 4개 하위역량 중 평균이 가장 높

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79.7점)와 평균이 가장 낮은 새로운 가치 창출(66.9

점)은 차이가 큼. 응답자의 점수 변동 폭을 의미하는 1사분위 수와 3사분위 수

의 차이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25.0점으로 24개 하위역량 중 가장 컸음. 창의융

합역량의 교육 필요성과 수준별 교육의 필요성 순위 모두 6대 핵심역량 중 2순

위로 요구되었음([그림 4] 참조)

§ 학년별 창의융합역량은 1학년보다 2~4학년의 평균이 다소 높지만, 학년에 따

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단과대학별 창의융합역량의 평균은 뷰티 생활산업국제대학(77.9점)과 미술대학

(76.7점)이 높고, 음악대학(70.5점)과 간호대학(71.5점)이 낮았음 

§ 학과별 창의융합역량의 평균은 서비스ㆍ디자인공학과(80.2)가 가장 높고, 기악

과(67.8점)가 가장 낮았음

§ 각 하위역량에서 정상분포에서 벗어난 이상치가 다수 존재함. 창의융합 역량

은 전체 학생을 위한 교육과 함께 창의융합 역량이 낮은 학생을 위한 소규모, 

집중 교육이 함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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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9학년도�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창의융합� 역량)�

  

❍ 우리 대학은 창업지원단을 보유하고 있어, 창의융합 역량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단은 주제별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와 현황에 있어서 수요보다 예산집행이 많아 수요와 운영 

현황 간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창업강좌와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

램이 다수 포함된 제한이 있음. 프로그램의 주제도 창업이라는 특정 분야에 치

중되어 있음. 더 많은 재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충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위해서 입문형의 강의부터 실습형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구조화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창의융합� 역량� 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 창의융합 역량 교육은 “창의”와 “융합”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

르게 접근할 수 있으나4), 우리 대학의 창의융합 역량의 정의는 “창의”와 “융합”

을 같은 수준으로 강조함. 실제 교육사례를 보면, “창의”와 “융합” 중 무엇을 먼

저 강조하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서로 연관되어 있음

4) 이경화, 신오순, 김정연(2015)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융합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개
발하는 교육으로 접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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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의 방향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가치 있

고 유용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세분화된 지식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연결하는 능력,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불확

실성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함(손동현, 2009; Whitehead, 1929). 교양교육에서 강조하는 능력은 창

의적 사고의 핵심능력과 같음   

§ 대학생이 지각하는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공학 계열과 예술계

열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창의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으로 전공보

다는 교양과목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이미나, 이화선, 최인수, 

2012). 창의성을 함양시키는 교양과목의 특징으로 창의성 관련 지식 및 사고

기법의 학습, 다양한 사고를 격려하고 자유로운 학업 분위기, 팀별 과제, 실험, 

실습, 체험 등의 학생참여를 높이는 수업방식 등을 들었음. 이는 창의역량 교

양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이화선, 2017)

§ 현대사회의 삶과 문제는 복잡하고 융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을 넘나드는 

통합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함. 융합적ㆍ통합적 교육 양상은 교양교

육의 핵심방향이라 할 수 있음(손동현, 2009)

❍ 학생주도 창의융합 프로젝트인 공학도를 위한 GEP(Global Engineering Project)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 후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였음(신선경, 2012)

§ GEP(Global Engineering Project) 프로그램은 기술적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의 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적 문제를 탐구하고 이에 대한 공학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제품의 설계 및 구현의 단계까지 수행하는 학습자중심 프로

젝트 교육프로그램으로 21세기 공학교육의 방향과 창의, 융합, 개방, 윤리 등 

공학교육의 4대 중요 키워드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설계됨

§ 공학적 창의성은 새로운 문제의 발견과 아이디어 창출과 관련된 창의성 이외

에도 제조 및 유지보수, 비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이나 판매 등 공학인의 활동 

전반에 걸쳐 발휘되어야 할 능력임

§ 창의적 공학인 양성을 위한 교육은 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하고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발상 교육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복잡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맥락 속에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

합적 사고훈련, ② 현장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된 기술적 지식을 갖춤으로써 

생각하는 숙련된 손을 가진 공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경험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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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체험학습, ③ 공학적 문제해결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과 협

력을 통해 집단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팀워크를 기르는 일에 집

중되어야 함

§ GEP 프로그램 시행은 학생선발/GEP 소개 → 국내 사전교육 → 팀구성/현지 

활동계획 → 현지 활동(필리핀 담페지역 및 인도 파티나 지역) → 공학 설계 

프로젝트 도출 → 프로젝트 진행/프로토타입 제작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결

과 발표회 →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 설계 경진대회 및 관련 학술대회 참여

의 순서로 진행됨

§ GEP 실행결과는 참여 학생이 활동과정에서 설계 제작한 제품과 활동결과보고

서, 결과물을 통한 학회 발표 및 경진대회 참가 등의 사후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됨 ① 학생주도로 이루어진 현지 조사 활동 및 제품설계와 프로토타

입 제작, 반복적 실험과 수정ㆍ보완 과정을 통해 인문학적 요소와 기술적 요

소들을 융합하여 자기 생각을 구현하는 창의융합적 능력배양과 제조의 전 과

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기술적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배양, ② 

보고서 작성을 통해 문서화 작업의 기법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신의 수행

을 성찰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소통하는 능력배양, 학술대회에서 보

고서 발표를 통한 학술적 의사소통의 경험 효과를 얻음

§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둠 

❍ 대학 글쓰기 교육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창의성, 비판

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한 역량의 

함양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이순영, 김주환, 2014)

❍ 김화경(2017)은 창의융합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 글쓰기 수업 운영 교육모델을 

제안함

§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의식이 담긴 자료를 기본 텍스트로 제시함. 급변하는 

생활세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자료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핵심문제를 설정

하고, 관련 자료나 정보수집, 분석, 정리하여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분석 및 진

단, 가능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비판적 사고와 논증의 관련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2~3주). 비판적 읽기는 

문제설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학생은 비판적 읽기를 통해 논증의 기본요소

인 주장과 이유와 근거의 정의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함

§ 글쓰기 수강인원 10명(1학년 1명, 2~4학년 각 3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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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의 특징은 글쓰기와 관련된 이론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이 직접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읽고 사고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

적, 창의적, 융합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신이 설

정한 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증적 글쓰기인 학술에세이를 완성함. 학생

이 쓴 글은 첨삭을 비롯하여 발표,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짐

§ 4~6주에 걸쳐 비판적ㆍ창의적ㆍ융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수업방식으로 진

행함 

   제시된 예시문 읽고 문제 제기 → 핵심문제에 대한 논증 구성 → 문제분석과 

해결방안 제시 → 주제문 작성 → 첨삭 → 조별 논의 → 조별발표 → 동료평

가 → 교수자 평가 → 학술에세이 작성을 위한 개요 작성 → 개요 첨삭 → 

학술에세이 작성 → 제출 

§ 7주차 수업은 학술에세이 작성을 위한 마무리 단계로서 논증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강의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요소와 역할에 대해 강

의함

§ 통합적 글쓰기 수업방법을 통해 교수자는 학업수행을 위한 고차원의 비판적 

사고력을 목표로 하는 글쓰기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고수할 수 있으며, 학생

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비판적ㆍ창의적ㆍ융합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융합교육은 융ㆍ복합교육이라고도 하며, 학습자의 융ㆍ복합적 사고능력을 교육하

기 위해 교과와 교과 또는 서로 다른 배경학문이 융합에서 복합에 이르는 다양

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마련된 교육이라 정의됨(진성희, 신수봉, 2013), 융복합교

육은 일부 교과목의 통합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과를 내ㆍ외적으로 통합하여 창

의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구성원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민주적인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임

§ 융복합교육은 학생, 교사, 교과 사이의 대화적 관계에 기초하며, 학생이 능동

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타인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여 세계시민

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능동성, 다양성, 협력

성, 통합성, 맥락성, 합목적성 등의 개념적 특성을 보임(함승환 외, 2013).

§ 함승환 외(2013)가 제시한 6가지 개념적 특성을 정리 종합하여, 융복합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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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autonomy), 가교성(bridgeability), 맥락성(contextuality), 다양성

(diversity)의 원리를 기초로 이들 간의 통합성 속에서 개념화할 수 있음(차윤

경 외, 2016). 자율성은 학습자의 자율성,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 학교의 자율

성과 구조적 탄력성을 의미하고, 가교성은 교과내용의 학제 간 연계, 학생과 

교사 간 대화적 관계 구축, 협력적 학습공동체 지향 학교문화 형성 등의 중요

성을 강조함. 맥락성은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실세계 학습맥락, 탐구중심 학습 

등의 개념과 관련되며, 다양성은 학습자의 개별성과 다양성 및 형평성의 이슈 

등을 포괄함

§ 학생은 융복합교육을 통해 여러 교과 내용을 능동적으로 통합하여 지식을 습

득할 수 있고 삶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기

를 수 있으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의사소통하여 세계사회의 

능동적인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음

§ 융복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틀은 융복합목표, 융복합방식, 융복합맥락의 세 가

지 차원으로 이루어짐(박영석 외, 2013). 융복합목표 차원은 융복합교육을 기

반으로 습득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융복합방식 차원은 교과 

내적, 외적 주제와 연관된 내용과의 통합방식이 제시되어 있고, 융복합맥락 차

원은 개인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개인적 맥락, 사회와 국가가 속한 

지역사회 맥락 그리고 세계시민의 구성원으로서의 세계사회 맥락이 제시되어 

있음

❍ 융복합교육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서 ACE사업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대

부분 ACE사업 참여대학은 창의융합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음. 실천

적 전략으로 융복합 교과목 개발, 기초교과목의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 실시, 융

복합 교육과정(트랙) 도입과 운영, 창의적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및 프로그램 확대, 전공 이수 다양화 등의 융복합 교육내용을 강조함(이

민정, 2016)

§ 융합교육의 기초가 되는 학문, 즉 수학, 영어, 물리, 화학 등 기초교양교과목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아주대학교의 경우, 기초 교과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준별 반 편성을 하고, 보충반의 경우 시수를 3~4.5시간으로 상향 조

정하였으며, 기초 교과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위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한양대학교의 경우, 한국예술종합대학교와 협력하여 디지털 문화와 예술, 디자

인의 이해 등의 문화예술교과목을 개발하여 강좌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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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교육은 합리적인 과학적 사유의 능력이 갖추어진 가운데 예술적 감수성, 

인문학적 직관, 도덕적 성찰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총체적 사유능력 및 창의

적 문제해결력 함양에 있어 효과적임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성과평가가 역량중심으로 운영될 때 학습자는 실제 

상황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창의융합 교육이 시작될 수 있음

❍ 진성희, 신수봉(2013)은 우리나라와 외국 공과대학의 융합교육사례와 공과대학 

교수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해 요구분석을 하였음

§ 공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공적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요구

되는 융합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의사소통 및 설득능력, 다양한 학

문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제시되었으며, 교수들의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교과

목 또한 공학과 창의성, 공학과 프로젝트 관리 또는 경영/경제학과의 융합교

과목으로 확인됨.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는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 융합역량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대

학에서 실시해야 하는 융합 교육으로 인문학, 전공기초,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들었음

§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시대적 트랜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 또는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임(유영만, 2013). 전공에 대한 

기본자질과 함께 다른 학문에 대한 열린 마음 및 이해와 의사소통능력을 갖추

어야 함. 융합역량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소양을 두루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전

공을 충실하게 학습하는 데 더해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팀워크, 

인문학적 소양 등을 함양함으로써 갖춰질 수 있음

❍ 김경미, 김현숙(2014)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

그래밍 교육을 시행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음

§ 최근 세계 경제ㆍ사회환경이 소프트웨어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소

프트웨어 산업은 지식 집약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취업 유발 효과도 매우 

큼(양효식, 전인오, 2013) 

§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적용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문제해결 목적에 타당한 결과물을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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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반복하여 훈련하기 때문에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음(진성희, 신수

봉, 2013)

§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컴퓨터과학

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컴퓨터 사용 사

고능력)을 훈련하는 과정임. 따라서, 교양 IT 교육과정을 컴퓨터 사용 사고능

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래밍 중심 교과과정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융합교육모델

의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문과계열 전공자가 쉽게 융합 가능한 이과 전공으로는 IT 기술이 가장 대표

임. IT 기술 관련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융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융합

인재가 갖추어야 할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의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음

❍ 과학 및 기술에 예술을 융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

대로 예술적 감수성을 접목해 상상력과 직관력을 계발하는 방법을 제공하므로 

학생의 통합적 창의성을 향상함. 나아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자신들의 예술적 

경험을 통한 과학기술과 과학적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새

로운 매체를 접목할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해줌(홍병선, 2017)

§ 예술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강한 호기심, 새로움에 대한 도전, 위험의 극복, 복

잡성과 이질서의 수용, 긍정적 자아개념, 권위와 타성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으

로 창의력이 증진의 근간이 됨(이에스더, 홍정은, 2012) 

❍ 창의융합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전략 연구 결과(김정연, 태

진미, 2017)에 따르면, 성별ㆍ학년ㆍ전공에 따라 역량의 차이를 보이므로, 교과

목 개발 시 이를 고려한 활동 설계와 교과목 운영이 요구되며, 전공계열에 따라 

창의융합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 그리고 보유수준에 차이를 보이므로(김정연, 

2017) 전공, 학년에 따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학생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과 토론하며 학습하는 활동, 팀을 이루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닌 자유롭

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 경험에서 창의ㆍ융합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함(임유진 외, 2019). 창의·융합역량 함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주제는 학습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선정하여 학습이 실제적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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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 각 대학은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

에게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기획, 설계, 실천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능동적 참여와 몰입을 유도하고 있었음(임유진 외, 2019) 

¡ 분석적 추론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등을 의미하는 인문역량이나 자원 및 정보기

술 활용 능력의 척도인 창의역량은 취업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

서 대학의 역량기반 교육이 역량 간 융ㆍ복합을 통해 균형감 있는 역량으로 강

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전공 학과의 지식과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백원영, 2016)

¡ 통섭적 사유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융복합 교과목에 대한 콘텐츠 관련 연구가 필요함(백상미, 정주영, 정선호,

이상무, 2016)

§ 융복합 기초 교과는 학제 간 통합이 이루어진 통합교과 및 다전공 연계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기초적인 융복합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과로 복잡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융합현상에 대한 이해력,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책임감

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김혜영, 2013)을 향상하는 교육을 의미함 

§ 백상미 외(2016)는 기초 융복합 교과목 ‘초협업을 알아보자’의 교과 콘텐츠 개

발(주제별 토론 및 팀프로젝트 활동)하여 운영함

§ 이 교과목의 운영을 통해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발표능력, 

창의성 등을 향상할 수 있었음. 또한, 섬김과 나눔의 인성교육을 통해 협업적 

가치관을 함양시킬 수 있었음. 학습자 간 협업활동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

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고, 기업환경에 갖춰야 할 구성원 역량

으로서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융합역량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기초역량은 협업역량 외에도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정보조직 및 분석역량 등 다양하게 존재함 

❍ 창의융합 역량 관련 교육사례는 <표 6>과 같음

구분 세부내용

S대학 § 프로그램명:� 볼런티어� 프로젝트(임유진� 외,� 2019)

§ 참여� 대상:� 전체� 학생

<표� 6>� 창의융합� 역량� 관련� 교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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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부서:� 교육과정혁신센터

§ 주요� 특징

-� 평화,� 인권,� 환경,� 문화다양성� 증진� 등� 세계시민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하도록� 지원

-� NGO,� 지역사회� 단체� 연계를� 통한� 집단지성� 실천� 프로그램

-�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고취� 및� 창의역량과� 융합역량의� 발현� 지원

-� 프로젝트의� 결과가� 사회변화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성� �

§ 프로그램명:� 창의적� 디자인과� 3D프린팅� 기초교육

§ 참여� 대상:� 전체� 학생� 중� 선착순� 모집

§ 운영� 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 운영� 기간(시간):� 학기� 내� 2회씩� 총� 4회� 운영,� 1회� 2주� 동안� 총� 7시간(1일차� 3시

간� 30분)

§ 주요� 특징

-� 3D� 프린터의� 원리와� Fusion� 360을� 활용한� 모델링� 실습

-� 3D프린팅� 활용에� 따른� 캡스톤� 디자인의� 질적� 고도화� 및� 창의적� 연구능력� 배양� �

§ 프로그램명:�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 참여� 대상:� 전체� 학생

§ 운영� 부서:� 교수학습혁신센터

§ 운영� 기간(시간):� 이론� 강의� 30분� +� 실습� 1시간� 30분

§ 주요� 특징

-� 디자인� 씽킹� 워크숍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

고� 있는�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체험하면서,� 수업� 내ㆍ외�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학습역량� 강화

-� 공감하기,�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까지의� 과정에� 대

한� 이론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실제� 샘플� 사례를� 만들어� 봄� �

§ 프로그램명:� 캡스톤디자인� 1차� 특강� “캡스톤디자인� 아이템� 발굴� 및� 팀� 빌딩”

§ 참여� 대상:� 전체� 학생

§ 운영� 부서:� 교육과정혁신센터

§ 운영� 기간(시간):� 2시간

§ 주요� 특징

-�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도

움을� 주고자� 캡스톤디자인� 아이템� 발굴� 및� 팀� 빌딩을� 학습하는� 특강� �

S대학

§ 프로그램명:� C-School(성균관대학교,� 2015)

§ 참여� 대상:� 전체� 학생�

§ 운영� 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 주요� 특징

-� 인문,� 사회,� 경영,� 예술,� 공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교육� 경험�

제공

-� Vision� Camp,� 융합기초프로젝트(필수),� C-School프로젝트,� Global� Intensive�

Workshop,� Career� Development� Program(취업진로리서치� 프로젝트,� 창업�

school),� CI� Intensive� Program(Math� &� Arts,� 해외융합프로젝트)� 등의� 체험

활동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이수� 권고



 ▸▸ 성신여자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개발� 연구보고서

60

구분 세부내용

-� C-School� 학생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의사결정,� 학습을� 지원하

는� C-Office� 운영,� C-Advisor가� 상주하여� 맞춤형� 개별상담과� 코칭을� 통해� 도

움� �

§ 프로그램명:� 창조스쿨프로그램(Creativity� School� Program:� CSP)

§ 참여� 대상:� 프로그램ⅠㆍⅡ� 선착순� 25~30명� 모집,� 프로그램Ⅲ� 선착순� 18~20명�

모집

§ 운영� 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 운영� 기간(시간):� 프로그램ⅠㆍⅡ� -� 1회� 총� 4차시(12시간),� 연간� 4~6회� 운영

� � � � � � � � � � � � � � � 프로그램� Ⅲ� -� 1회� 일일� 또는� 양일� 진행(8시간),� 연간� 2회� 운영

§ 주요� 특징

-�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내재한� 창의성을� 생각� 도구를� 통해�

발현해보는�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창의력

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Ⅰ.� 창의성� 발견� 프로그램,� Ⅱ.� 창조적� 생각� 도구� 프로그램,� Ⅲ.� 창의적� 문제해

결� 프로그램으로� 구성

-� 특전:� 이수� 시� 창의품� 취득,� 이수증명서� 발급,� 비교과� 영역� 마일리지� 부여

� � � � � � (프로그램ⅠㆍⅡ:24점,� 프로그램� Ⅲ� 16점)� � � �

§ 프로그램명:� 교수-학생� 상호작용� 확대� “Co-Deep-� Learning� 프로젝트”

§ 참여� 대상:� 교수와� 학생� 희망자

§ 운영� 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 주요� 특징

-�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모여� 팀을� 이루고� 지도교

수를� 섭외하여� 공동의� 결과물을� 창출해� 내는� 프로그램

-� 전공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거나,�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참여,� 자체� 스터디,� 창업� 준비�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에� 도전

-� 특전:� 활동비� 지원,� 수상� 시� 장학금� 및� 상장� 수여,� 우수활동� 팀� 후속� 지원,� 대

학혁신과공유센터장� 명의� 수료증� 발급� �

§ 프로그램명:� 문제해결형� Service� Learning� 프로그램

§ 참여� 대상:� 전체� 학생

§ 운영� 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 주요� 특징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배운� 전공ㆍ교양� 지식을� 활용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

-� 활동을� 통해� 심층� 학습을� 수행하고�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과정:� 지역사회기관선정� →� 봉사활동� 및� 관련� 기관방문을� 통한� 문제� 관련�

당사자� 공감� 및� 문제인식� →� 문제해결� 아이디어� 산출,� 적용� →� 지역사회기여

K대학

§ 프로그램명:� 창의융합대학� 특성화� 프로그램(경희대학교,� 2015)

§ 참여� 대상:� 전체� 학생

§ 운영� 부서:� 비교과총괄센터

§ 주요� 특징

� -�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역량� 관리를� 체계화하여� 학생의� 교내외� 활동의� 참여� 정

도와� 성과에� 대해�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인증서를� 수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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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으로� 운영

-�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 글로벌� 능력,� 건강한� 신체와� 정신,� 봉사하는�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등

으로� 규정

- Spec� &� Story�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구성

-� 해당� 역량과� 비교과과정� 활동� 간의� 연계성을� 나타낸� 매트릭스� 제공,� 학과ㆍ학

년ㆍ학생별� 수준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선택과� 참여� 가능

-� 1차� 등록과� 지도교수� 승인하면� 관리자에� 의해� 최종� 업데이트가� 되는� 시스템�

구축으로� 역량� 함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용이� �

G대학

§ 프로그램명:� 창의ㆍ융합캠프� 프로그램(주은숙,� 김창수,� &� 김경환,� 2016)

§ 참여� 대상:� 전체� 학생

§ 운영� 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 운영� 기간(시간):� 2박� 3일의� 캠프

§ 주요� 특징

-� 설계주제(문제)� 개발,� 다학제� 조편성,� 주제강연,� 벽허물기와� 명상,� 상상적� 훈련

(브레인스토밍),� 교수멘토링,� 발표� 및� 평가의� 7단계로� 구성

-� 기획부터� 운영까지� 100%� 교내� 인적자원�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 개선이� 용이

하고,� 운영경비� 측면에서� 절감효과

-� 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에� 직ㆍ간접적으

로� 참여하여� 공과대학� 소속� 교수의� 융합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 향상에� 도움

-� 사전(참가자� 구성,� 참가� 이유,� 융합� 관련� 교육� 이수� 경험,� 인문학적� 상상력� 이

해정도)ㆍ사후(창의ㆍ융합캠프� 흥미도,� 세부프로그램� 만족도,� 효과성� 인식)� 설문

조사� 실시

-� 디자인학과와의� co-work,� 동료학습효과,� Flipped� Learning의� 형태� 차용,� 논리

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고양�

K대학

§ 프로그램명:� Ig-Nobel� Festival

§ 참여� 대상:� 전체� 학생

§ 운영� 부서:� 융합교육지원센터

§ 운영� 기간(시간):� 연구활동� 약� 40� 여일

§ 주요� 특징

-� 취지:� 미국� 하버드대학교� 과학유머잡지사� AIR에서�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

진을� 위해� 개최한� 이그노벨에서� 영감을� 얻어,� K대� 재학생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목적;� 학생의�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 향상,� 융합프로젝트� 기회� 제공� 및� 교육�

확대

-� 주제:� 자유(과학ㆍ공학ㆍ인문ㆍ예술적� 관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통합적�

탐구� 및� 연구)

-� 인간탐구,� 황당� 연구,� 호기심탐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융합적� 내용으로� 구성된�

팀을� 우대하여� 선발,� 팀별� 연구비� 지원과� 우수� 연구팀� 포상(장학금� 및� 상장ㆍ

상패� 수여)

-� 오리엔테이션,� 연구기획서� 작성,� 중간/최종보고서� 및� UCC,� 학생결과보고서� 제

출과정으로� 진행

-� 주제중심의� 학제� 간� 탐구기회� 제공,� 팀� 구성에서� 연구기획서� 작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학생이� 주체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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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제1회� 수상작:� 계란으로� 바위치기,� 공간을� 지배하다,� 포켓몬은� 어떻게�

몬스터� 볼에� 들어가는� 걸까?(황당� 연구)/교수님� 사용설명서(인간탐구)/무거운�

여행은� 그만!� 간편한� 여행을� 떠나자(호기심연구)� �

KT대학

§ 프로그램명:� Global� Engineering� Project(GEP:� 학생주도� 창의융합� 프로젝트)(신

선경,� 2012)

§ 참여� 대상:� 전체� 학생�

§ 운영� 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 운영� 기간(시간):� 연간� 1차례(국내� 1~2개월� 동안� 사전교육과� 현지� 활동� 계획)

§ 주요� 특징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동기와� 활동계획� 및�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자신의�

경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원서를� 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3배수를� 선발하고�

다시� 면접을� 거쳐� 참여� 인원� 선발(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각� 역할에�

적합한� 사람� 선발)

-� 전� 학년에� 걸친� 다학제적� 팀� 구성(학년,� 성별,� 전공별� 다양성)으로� 융합적� 팀�

활동� 능력배양

-� 프로젝트� 계획과� 수행� 및� 결과� 정리의� 전� 과정은� 전적으로� 학생주도로� 수행(자

기주도학습능력� 배양),� 지도교수와� 멘토는� 조력자의� 역할만� 하도록� 함

-� 프로젝트� 수행의� 전� 과정은� 상세한� 문서화� 작업을� 강조하여� 참여� 학생� 스스로

가� 철저히� 기록하여� 상세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기록과� 정리� 과정을�

통해� 자기성찰능력과� 설명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활동을� 전체적� 관점에서� 객관

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 프로그램� 진행은� 학생선발/GEP� 소개� →� 국내� 사전교육� →� 팀� 구성/현지� 활동�

계획� →� 현지� 활동(필리핀� 담페지역� 및� 인도� 파티나� 지역)� →� 공학설계� 프로젝

트� 도출� →� 프로젝트� 진행/프로토타입� 제작�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결과� 발표

회� →�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경진대회� 및� 관련� 학술대회� 참여의� 순서

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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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융합� 역량� 교육의� 방향성

❍ 창의융합 역량은 성신 6대 핵심역량의 다른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

을 뿐만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수도 부족함.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필요함

❍ 단과대학별, 학과별, 개인에 따라 창의융합역량에 차이가 있었음. 부족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함. 학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족한 창의융

합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음

❍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여 창의융합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개발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

며, 이를 목표 수준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학습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적 역량이 높게 나타남. 

높은 학습 참여는 높은 학습 성취와 창의적 역량의 향상에 이바지함. 창의적 역

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업도전, 교육과 학습, 교수와 경험, 대학서비스 활용 등

대학 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에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폭과 깊이를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함

❍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프로젝트학습, 문제중심 학습, 팀기반 학습 등의 실천기반

의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향상될 수 

있으므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의 주제는 학습자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설정하여 학습이 실

제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교수가 아니라 학습적 측면에

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활동중심, 체험중심의 협력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함 

❍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실제 대학생의 역량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외의 나머지 프로그램은 일부만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역량성취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체험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

요하며, 설계 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설계가 필요함(박창남, 정원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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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 학생이 자신의 전공 또는 관심 영역과 직접 연계

하지 못하여 창의적 사고가 비활성 지식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일

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주제와 수준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야 함. 또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해야함

❍ 비교과 활동이 어떤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실제로 이바지하는지, 개설된 프로

그램이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프로그램 분석을 실시하여 차후 프로그램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함

§ 핵심역량진단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진단 및 조사결

과를 기초로 비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 환류 체계를 확립하여 피드백을 제공함

으로써 체계적인 운영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 학생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S+ 마일리지 등의 외적 보

상에 의지하기보다는 학생의 참여 의지와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학생이 다양한 과목에서 창의적 사고기법이나 문제중심 학습, 사례연구 등을 적

용한 교과 내용을 접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창의성 향상의 기회를 지니고 연계적

이고 통합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음.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과의 연계를 통

해 핵심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이를 위해, 비교과 활

동은 정규 교과과정을 보완, 심화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비교과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통합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이력 관리 및 핵심역량 향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이민정, 2017)

§ 비교과 교육은 교과 교육에 의해 위치 지어져야 함. 비교과 교육의 내용은 교

과 교육의 내용과 연관성을 지녀야 하고, 교과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비교과 교육에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경험되어야 함. 즉, 핵심역량 증진을 강화

하기 위해 비교과 교육의 내용을 전공 및 교양 교육과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

함. 최근 교양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수업연계 비교

과교육’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임(김영준, 강경숙, 2018; 김현우, 강선영, 

2018) 

§ ACE사업 참여대학들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과와 비교과 교육을 일원화하

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대구가톨릭대학의 ‘대가 참인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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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성균관대학교의 ‘성균핵심역량’, 전북대학교의 ‘핵심역량인증제’, 순천

향대학교의 ‘다면적 졸업인증제’, 성균관대학교의 ‘삼품인증제(졸업인증제)’ 등

이 이에 해당함

  

마.� 예술감성� 역량

1)� 예술감성� 역량의� 정의� 및� 교육� 필요성�

   

❍ 예술감성 역량은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 산물에 

공감하며, 자신의 심미적 인식과 문화적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4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다양한 영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술과 문화가 우리 사회 및 개인에게 주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예술과 문화를 감상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문화 산물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 심미적 자기표현과 창조: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심미적 감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새로운 심미적인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 문화적 통찰과 창조: 예술과 문화의 본질과 현상을 파악하여 새로운 예술과 

문화적 산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 2019학년도 성신핵심역량검사 도구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술감성 

역량의 하위역량에는 예술과 문화의 두 가지 개념이 다루어짐 

§ 예술: 미(美) 또는 예술적 가치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산물

을 의미하며,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등과 같은 분야가 대표적인 예술적 

산물의 예임 

§ 문화: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이나 상징구조 또는 생활양식과 가치 및 이

를 반영한 산물을 의미하는데, 포괄적인 문화의 개념과 더불어 문화가 심미적 

가치 이외의 사회적 가치나 기능을 지닌다는 문화자본관점에서 예술감성 역량

을 바라볼 수 있음

❍ 문화의 중요성은 최근 융합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STEAM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STEM교육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융합기술의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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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

학(Mathematics) 등 융합기술의 바탕이 되는 분야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임. STEAM교육은 과학기술 분야 교육에서 추진되던 STEM과 

Arts(예술)를 통합함으로써 STEM교육의 결과가 온전히 발휘되게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학습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념화한 것임. 여기에서 예술은 

예술적 실행, 구성, 디자인, 원칙 등 STEM교육에서 배운 원칙과 결합되어, 인간

의 호기심, 비평, 탐구,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적 요소를 말함

❍ 한편, 부르디외(Bourdieu)5)는 문화 자체가 화폐나 재산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에

서 교환 가치의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개념으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제

시함. 문화 예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능력, 문화의 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상징

적 권위, 공공제도가 부여하는 권력의 행사, 교육과 계급에 따라 축적된 문화적 

취향 따위를 모두 포함함. 문화자본은 논란이 많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맥락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 2019학년도 우리 대학의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 예술감성 역량(75.5점)은 성신 

6대 핵심역량 중 세 번째로 낮은 평균을 보임. 4개 하위역량 중 평균이 가장 높

은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84.9점)와 평균이 가장 낮은 문화적 통찰과 창조

(67.9점)는 차이가 큼. 또한, 각 하위역량에서 정상분포에서 벗어난 이상치가 다

수 존재함. 예술감성 역량은 전체 학생을 위한 교육과 함께 정상분포를 벗어나 

평균보다 낮은 학생을 위한 소규모, 집중 교육이 함께 필요함([그림 5] 참조)

§ 4개의 하위역량 중 심미적 자기표현과 창조(71.1점), 문화적 통찰과 창조(67.9

점)의 점수가 핵심역량 평균보다 낮으므로 하위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함 

  

5) 피에르 부르디외는 프랑스의 사회학자로, 사회학을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학문’
으로 파악하였으며, 신자유주의를 비판함(출처: ko.wikipedia.org/wiki/피에르_부르디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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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9학년도�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예술감성� 역량)�

  

❍ 2019학년도 인증받은 예술감성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을 난이도별로 살펴보면, 

상 1개, 중 5개, 하 3개로, 난이도별로 균형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함

❍ 우리 대학은 박물관운영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악대학, 미술대학, 융합문화예

술대학 등 예ㆍ체능 계열의 단과대학 및 학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박

물관운영팀은 폭넓은 예술의 범위를 다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단과대학에

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참여 대상이 해당 단과대학 재학생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고, 전공자를 위한 지식탐구 역량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전체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충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음악과 

미술, 감상과 창작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인력 및 타 기관 

협업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예술감성� 역량� 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 예술창작 도구를 현 IT기술의 집약인 스마트 디바이스로 삼아 누구나 쉽게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예술프로젝트가 문화예술교육의 좋은 사례로 분

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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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교육으로서의 미술관 교육은 객체화된 미술사적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삶의 지평에 근거하여 자신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일깨움으로써 창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 2009년 개정된 음악과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따르면, 음악교과는 음악활동을 통

한 심미적 체험, 음악성, 창의성, 음악적 정서함양과 표현력 개발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음악교과에서 함양될 수 있는 음악과 관

련된 기초소양은 음악적 표현능력, 음악적 감수성,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 감상

능력이나 독보력 등임

❍ 문화예술교육 중 음악활동을 한 학생들이 음악 표현력 외에 음악 효능감, 음악 

기능, 음악 리더십과 사회성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음악활동은 사회성 및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 특히 성취감,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실습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창작과 감상과 이론식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향유 과목으로 구성되며 문화예술창작 과목에 

참여한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문화예술향유 과목에 참여한 대학생보다 향상되

었음

§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및 뮤지컬 활동 등 음악 단체활동은 타인존중이나 배

려심과 같은 사회성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및 문제해결력이나 도전정신과 같

은 성취감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

  

❍ 예술감성 역량 관련 교육사례는 <표 7>과 같음

구분 세부내용

M대학

§ 프로그램명:� MOK� 공예� DIY목공

§ 운영� 기간(시간):� 8주

§ 주요� 특징

-� 친환경� 감성가구� 제작을� 통해� 실용성에� 기반한� 예술� 감각� 향상� � �

-� 노트북� 거치대,� 독서대,� 수납장� 만들기

§ 프로그램명:� ‘밥로스처럼’� 유화그리기

§ 주요� 특징

-� 붓으로� 풍경화를� 그려보며� 마음을� 치유하고,� 감수성� 증진� � �

-� 나이프,� 펜붓� 기법� 익히기� 후� 유화기법� 선택� 후� 실습�

§ 프로그램명:� 감성樂페스티벌

<표� 7>� 예술감성� 역량� 관련� 교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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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 참여� 대상:� 미술,� 음악� 관련� 교과� 수강생

§ 운영� 기간(시간):� 3일

§ 주요� 특징

-� 미술,� 음악� 관련� 교과� 수강생의� 학기� 말� 발표회� �

B대학

§ 프로그램명:� MAKER� SPACE� 3D스캐너� 라이선스� 교육

§ 참여� 대상:� 전� 학년

§ 운영� 기간(시간):� 5개월�

§ 주요� 특징

-� MAKER� SPACE� 3D스캐너� 라이선스� 교육을� 통해� 3D스캐너의� 안전한� 사용방

법� 및� 활용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유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

는� 창의융합적�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학습환경� 제공� �

*� 3D스캐너�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3D스캐너� 이용� 불가

§ 프로그램명:� 메이커스페이스� 오픈� 위크� 프로그램

§ 참여�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일반인

§ 운영� 기간(시간):� 3일

§ 주요� 특징

-� 메이커에� 관심� 있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간단한� 안전교육과� 체험을� 통해� 메이

커� 스페이스에� 있는� 기자재(레이저� 커터기,� 3D스캐너,� 3D프린터,� 스튜디오,� 녹

음실� 등)를� 사용하는� 체험을� 통해� 창의협력적� 학습환경� 홍보� �

C대학

§ 프로그램명:� 2019� 학생� 자율탐구� 팀� 프로젝트

§ 참여� 대상:� 총� 40개팀� 160여� 명의� 학생� 참가

§ 운영� 기간(시간):� 5주

§ 주요� 특징

-� 대학생이� 실생활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현하고,� 교내에

서� 학부생의� 연구와� 탐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S대학

§ 프로그램명:� ACE+캡스톤디자인

§ 참여� 대상:� 3, 4학년 재학생(외국인 포함)
§ 운영� 기간(시간):� 4개월

§ 주요� 특징

-�시제(작)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실습비가 지급,�S대학�뿐만�아니라�타�3개�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

D대학

§ 프로그램명:� ‘내� 스토리로� 만든� 음악’,� ‘관계를� 잇는� 디자인’,� ‘나를� 깨우는� 몸짓’,�

‘삶을� 읽는� 연극’

§ 참여� 대상:� 교양과목

§ 주요� 특징

-�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총� 4개� 장르를� 설정하여� 기획,� 수업방식은�

20~30%는� 장르별� 기본� 이해,� 70~80%는� 실습으로� 진행,� 조별� 창작물� 발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공개형� 성과발표회� 개최

C대학

§ 프로그램명:� Music(Jazz를� 통한� 리더십,� 공연,� 오페라,� 밴드� 외),� Performance(뮤

지컬,� 댄스,� 드라마,� 연극� 외)

§ 프로그램명:� 캘리그라피,� 비전티셔츠,� 팝업북

§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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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감성� 역량� 교육의� 방향성

❍ 문화예술교육이란 예술적 체험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존재성을 현재화하는 과정

이며, 문화적 역량, 예술적 역량, 미술적 역량의 상호 관계성 및 미술교육에서의 

역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예술적 역량이 실체화되는 데 작동하는 13가지 생각 도구(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등)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본인 전공과의 상호작용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감상 위주의 현 수준에서 연주와 작곡 및 비평평가

까지의 수준별(위계 고려) 음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함

❍ 사회자본으로서의 예술을 이해하고 적용ㆍ실천하기 위해 스마트 예술 프로젝트

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창작교육과 문화예술향유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문화예술창작교

육이 참여 대학생의 핵심역량 향상에 더욱 효과적임을 주지하고 난이도 구성에 

고려해야함

❍ 예술감성 역량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총 4개 장

르로 폭넓게 기획할 필요가 있음

구분 세부내용

-� 체험� 및� 제작�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난타� 과정,� 시네마콘서트

§ 주요� 특징

-� 공연예술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아트펀딩

§ 주요� 특징

-� 문화예술� 모금의� 이해,� 모금방식과� 주요사례� 분석,� 모금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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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율실천� 역량

1)� 자율실천� 역량의� 정의� 및� 교육� 필요성�

   

❍ 자율실천 역량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계획을 실

천해가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 구현을 위해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실행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하며, 4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기이해와 자율성: 학생이 본인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에 대해 이

해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삶의 목표와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진척하

는 능력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삶의 목표의식을 뚜렷이 

하고 장단기적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능력

§ 열정과 도전의식: 의미 있는 활동을 정하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

고, 새롭고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는 의식

§ 자기효능감: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

❍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3가지 핵심역량 

범주로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Use tools interactively), 이질적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으로 행동

하는 능력(Act autonomously)을 제시함(이민정, 2017)

§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범주의 핵심역량은 큰 맥락에서 보고 행동하는 능

력, 생애계획과 개인적 과업을 설정ㆍ실행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와 이익의 한

계를 알고 주장하는 능력 3가지로 제시하여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

였음

❍ 자기관리역량(Self-Management Competencies)은 자가평가를 바탕으로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임(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 자기관리역량은 효율적ㆍ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시ㆍ공간을 관리하고 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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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함(진미석 외, 2007) 

§ 자기관리역량은 대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이 깊어 대학교육의 효과나 취업 진

로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음. 졸업 후 취업이나 진로를 위한 목표설정이나 설

정된 목표의 실행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전략, 목표를 구체화하고 학습을 수행

하는 등의 요소를 아우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간관리, 정서조절에 

이르는 다양한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채창균 외(2009)는 “인재대국형 고등교육-노동시장 연계의 쟁점과 과제”의 정책

과제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직업능력을 연구하며, 인사담당자와 신입사원 모

두 자기관리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 인사담당자의 경우,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졸업 신규 인력에게 중요도가 비

교적 높은 직업능력은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등으로 응답하였음. 4년제 대학 이공계열 졸업 신규인력의 경우, 기

술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비교적 중요도가 높았음

§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졸업 신입사원의 경우,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정보능력 등이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 

직업능력이라고 응답하였음. 4년제 대학 이공계열 졸업 신입사원의 경우 대인

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정보능력 등이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음 

❍ 자기이해는 자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에 대해 깨어있는 의식을 

갖춤으로써 가장 자기다움과 연결하고 타인과 건강한 연결을 도출할 수 있는 출

발선임.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이해는 대인관계에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며, 대인관계에서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임(김응

자, 2018) 

§ 자기이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수용한다면 자신의 행동에도 자신감

이 생긴다는 개념임(박상환, 김장이, 방병노, 2016)

§ 자기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행요소 3가지는 다음과 같음. ① 자기가 가

지고 있는 특징이나 특성(심리적, 신체적 또는 행동적 측면들)을 비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양돈규, 2013). ②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 등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는 자기표현 관점(적절한 자

기표현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원만하게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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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도움이 됨). ③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사고, 인지, 정서적 반응 등의 내

적인 심리상태를 추론하여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

는 것을 말하는(Johnson, 1975) 타인관점 수용. 이상의 3가지 관점에서의 자

기이해는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개인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있어 필요요소이며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함

§ 대인관계의 시작은 자기이해에서 출발함. 자기이해는 자신의 행동, 가치관, 심

리, 성격, 특성, 적성, 강점, 장점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용하는 것

이라는 측면을 포함하므로, 자기이해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일반적으

로 자기이해를 높이는 방법으로 성격검사를 활용함

§ 자기이해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됨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것임(이형득, 2002) 

§ 대학생의 명확한 자기이해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인식과 정서에 기인

하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동시에 자기조절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김미숙, 2016) 

§ 양준석(2007)은 자기이해를 자아정체감의 맥락에서 6가지 구인인 안정성, 목

표지향성, 독특성, 역할인지, 자기수용, 자기주장으로 구분하여 연구에 적용함. 

안정성은 시간이 경과해도 유동적인 관계에서 일관되고 동질적으로 자기를 인

식하는 특성이며, 목표지향성은 인생목표와 행동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선택능력임. 독특성은 자신의 심리, 사회적 제반 특성으로 타인과 비교되는 자

기만의 속성이며, 역할인지는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 역할에 

대한 인식임. 자기수용은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과 취약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주장은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임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수많은 정보와 대안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므로, 여러 분야에서 외부의 권위나 제재와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스스로 규범과 규칙을 선택해 나가는 특성인 자율성에 주목함

(강혜정, 2018)

§ 자율성은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Erickson, 1963), 자율성이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하고 책임감이 높아지며(Savickas, 2005),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높아짐(Atkinson, 1964)

§ 학업자율성이 높으면 진로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학업자율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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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진로성숙도가 증가하고, 진로장벽 지각이 낮게 나타남(백연옥, 심혜숙, 

2015)

§ 자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학업이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학생에게 기획단계부터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실시하

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자신의 선택에 

관한 결과를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학업과 진로맥락에서의 차별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자율성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학업과 진로영역에서 개별 학생

의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는 학생이 탐색하거나 선택한 진로에 스스로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 정

의됨(Bandura, 1986).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습자는 도전적인 목표

를 세우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이탈하지 않으며, 성공적으로 학습을 마

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임

§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결정을 수행하고 기술이나 수행의 수준을 결정짓기 때문

에 학습자의 성취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조승우, 1997)

§ 자기효능감은 학업수행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학습자의 사고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Bandura, 1997)

§ 자기효능감은 자기성찰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전종철, 2012). 자기성찰은 마

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거나 생각이나 감정 등을 탐색해 봄으로써 변화를 얻는 

과정으로(이재용, 2008), 개인이 삶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이전 경험을 되돌

아보고 보다 나은 의미를 구성해 가는 학습의 적극적인 자기주도적 과정임(정

영혜, 2012)

§ 개인이 능력 있는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자기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느끼게 될 때, 개인은 자기성찰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됨(이종승, 1970)

§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신에 대해 알고 개인의 적응과 안정감에 도

움을 줌. 자기성찰이 높은 사람은 행복감이 높음. 자기성찰은 개인의 안녕과 

긍정적인 자아형성 및 성장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측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론적� 설계�▸▸

75

§ 학습자는 성찰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학습경험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정영혜(2012)의 자아성찰, 자기효능감, 학업성적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성찰이 잘되는 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

수록 학업성적이 높았음

§ 전종철(2012)은 성찰의 유형에 따른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조사함. 

대학생에게 성찰일지를 개인별, 그룹별로 작성하게 하여 이 두 그룹의 학습동

기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시험을 통해 제시함. 개인별, 그룹별 두 그룹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성찰이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임을 보여줌

§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동기와 학업성취가 높고 이러한 자기효능

감 향상은 자기성찰을 통해 가능함

❍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선택은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

임. 각자가 선택한 진로에 따라 능력 발휘 기회,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

도, 교우 유형,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됨

(권순철, 김성봉, 이인희, 2015). 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

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진로장벽 등이 보고되고 있음(박용두, 

이기학, 2007). 이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에 적극성

이 높아지며(김수리, 이재창, 2007; 이명숙, 2003), 진로준비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김선중, 2005)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임.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진로 선택 및 진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설

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하정윤 외, 2017)

❍ 2019학년도 우리 대학의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 자율실천 역량(79.9점)은 성신 

6대 핵심역량 중 두 번째로 높은 평균을 보임. 4개 하위역량의 평균은 열정과 

도전의식(84.2)이 가장 높고,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76.4)이 가장 낮았으나, 

그 차이도 7.8점으로 작음. 응답자의 점수 변동 폭을 의미하는 1사분위 수와 3

사분위 수의 차이에 있어서 열정과 도전의식, 자기효능감이 각각 20.0점으로 크

고,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이 14.3점으로 작았음. 또한, 각 하위역량에서 정상

분포에서 벗어난 이상치가 다수 존재함. 자율실천 역량이 낮은 학생을 위한 소

규모, 집중 교육이 함께 필요함([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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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9학년도�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자율실천� 역량)

   

❍ 우리 대학은 인재개발팀, 학생생활상담소 및 기타 복수 부서에서 다수의 자율실

천 역량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인재개발팀은 주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생활상담

소는 개인 및 집단상담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율실천 역량에 대한 다양

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전체 학생이 수강할 수 있

는 충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실천 역량의 하위역량을 반영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자율실천� 역량� 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 학생의 진로 관련 역량 향상 및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완성을 위해 서울 소재 S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진단에 기반을 둔 학생맞춤형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로 연구함(윤희정, 정윤숙, 공성수, 2018)

§ K-CESA(대학생 핵심역량진단도구) 및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 경험, 그리고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향과 특성을 3가지의 두드

러진 군집(문제인식형, 은둔형, 활성화형)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적 비전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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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에 따른 특성발견을 위한 교과, 비교과 활동: 학생의 특성을 보다 정

확하게 진단하여 그들이 가진 문제를 빠르게 감지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교과 및 비교

과 활동이 역량 감지ㆍ진단 도구로서 학생의 변별적 자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음

§ 핵심역량 개선 도구로서 비교과 활동: 학생의 유형을 이해하는 일 자체가 교

수자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업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주 친절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음

§ 환류도구로서 비교과 활동: 핵심역량의 차이에 따라 유형화된 학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일 또한 

중요한 교육의 방식일 수 있음. 후속 활동에서 학생에게 자신의 변화를 자각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의사소통이 부족한 

은둔형 학생에게 그 역량과 관련된 심화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도전이면서 자

기평가의 도구가 됨. 문제인식형의 경우, 상담프로그램 활동과 함께 그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함께 제안할 수도 있음. 교과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이 학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류의 방법 자체일 

수도 있음

❍ 자율적 행동역량 증진 프로그램은 핵심역량, 진로계획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권해수, 김기헌, 2010) 

§ ‘자율적 행동역량’을 개인이 의미 있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하는 자기관리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으로 구체

화하고, 일상생활과 진로영역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을 기획, 개발함

§ 고등교육 및 사회(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앞둔 청소년의 발달과제와 연계하여, 

생애 설계 프로그램과 진로개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계하고, 프로그램당 

5~6회기로 구성하여 각 회기당 60~90분 단위로 진행함

§ 이 프로그램은 특히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향상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래 희망직업을 구체적으로 확정 짓고, 일부 영역의 학

업성적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이민정(2017)은 ACE사업 참여대학의 핵심역량 및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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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을 통해 실제적 맥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학습자 관점에서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실제로 학습자가 

습득한 교육내용을 실제적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단

순지식 재생이 아닌 습득한 지식을 종합하여 실제 행할 수 있음을 중시하는 것

임

❍ 권순철, 김성봉(2014)은 J대학 교양수업에 관한 연구에서 액션러닝기반 대학생 

자기관리 역량향상 프로그램이 역량을 향상하고 졸업 후 취업 및 실무에 적응능

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주장함. 액션러닝기반 프로그램은 다음의 

단계로 구성됨

§ 1단계: 팀 워크숍 단계. 교육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팀별 프로젝트를 선정

§ 2단계: 학습팀 단계. 과제에 대한 벤치마킹과 문제해결 프로세스의 이해와 더

불어 현장 이해 등을 학습

§ 3단계: 현장조사 단계. 팀별로 인터뷰 및 설문을 진행하는 현장조사 단계

§ 4단계: 과제보고서 작성 단계

§ 5단계: 학습정리 단계. 과제보고서를 발표하고, 교수자가 실행 여부를 즉석에

서 결정

  

❍ 심태은, 이송이, 김유천(2017)은 D대학 핵심역량 교양수업 사례를 연구하며, 자

기관리 리더십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및 자기결정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이는 대학생이 성격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과 진로 속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

소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사회적 지지, 진로동기,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경력개발역량, 경력탐색 행동, 진로준비 행동, 심리

적 안정감, 학업성취 등과 관련성이 있다는 다수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대학교육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음 

§ 프로그램은 자기개발 영역에 속하며 대학생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

함. 즉, 성격적 특성을 기반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 셀프리더십의 영역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이를 이룰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 타인과의 관

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자기개발 영역 프로그램

을 개발함

§ 전체 프로그램은 16주차로 이루어졌으며, 성격과 리더십(자신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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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리더십(비전과 목표설정, 구체적 실행계획에 따른 실천), 관계리더십(의사

소통, 코칭기술, 대학생으로서의 사회 속 윤리적 책임, 집단에서의 문제해결방

법에 관한 생각 공유)으로 구성함

§ 프로그램에서 과제는 수업 중 주어진 특정 리더의 리더십 특성을 분석하는 것

과 수강생 자신의 리더십을 분석하는 것으로 부여됨. 2시간 중 1시간은 내용

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른 1시간은 토론이나 발표 등을 통한 활동방식으로 

운영함

�

❍ 탁진국, 조지연, 정현, 조진숙(2017)은 K대학 신입생에 관한 연구에서 주도성 향

상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함. 프로그램 실시 전ㆍ후의 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종속 변인에서 시점과 집단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코칭 프로그램 효과가 검증되었음. 코칭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서 코칭이 종료된 후 피코치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K대학 신입생 113명을 대상으로 실험 및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1:1 개인코칭 

진행 

§ 측정변인은 주도성, 강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사후 코칭만

족도)으로 구성됨

§ 총 6회기(오리엔테이션 제외)에 걸쳐 프로그램 진행

   ① 오리엔테이션: 사전검사/프로그램 목표와 진행과정 설명

   ② 현재 자아탐색: 코칭서약서 작성/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것, 걱정되는 

것 탐색(이상적 자아 생각해보기)

   ③ 목표탐색: 이상적 자아탐색(자신이 바라는 대학생활)/이상적인 자아와 현

재 자아의 주도성 간의 차이 탐색/자신이 향상하고 싶은 주도

성 항목과 이유

   ④ 변화목표 설정: 구체적 변화목표 설정/목표달성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 수

준 파악/강점검사 설명 및 활용에 대한 방안 탐색

   ⑤ 계획수립: 강점을 활용해서 실행계획 세우기/예상되는 장애물 점검

   ⑥ 계획점검: 실행계획 점검/장애물 극복하기

   ⑦ 마무리: 목표와 실행계획 재확인 및 수정/지속적인 목표달성 및 유지를 

위한 동기 부여/향후 계획 확인/사후검사

❍ 자율실천 역량 관련 교육사례는 <표 8>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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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유네스코�

§ 프로그램명:� 2018� 유네스코� 평화누리(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 참여� 대상:� 선발된� 전국� 대학(원)생� 및� 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5-20명)

§ 운영� 부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운영� 기간(시간):� 2018년� 4월~10월

§ 주요� 특징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를� 주제로� 청년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가

는� 지역사회�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목표하는� 활동� 분야의�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가능

-� 전체� 인원� 중� 대표� 및� 부대표를� 포함한� 80%가� 대학생이면� 기존ㆍ신설ㆍ연합

ㆍ프로젝트성� 팀� 모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매년� 3월� 초~4월� 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모집요강� 공고

-� 선발기준:� 적합성,� 독창성,� 실천� 가능성,� 파급효과

-� 활동� 완료한� 팀원들에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2018년� 전국� 18개� 팀� 216명의� 대학생� 참가

-� 소정의� 활동지원금� 지원,� 워크숍� 및� 활동보고회� 개최,� 각종� 네트워크� 활용� 지

원,� 프로젝트� 현장� 지원� 등

-� 프로젝트� 예:� 탈북� 대학생과� 함께하는� DMZ� 평화통일� 여행,� 우울증� 맞서기(건

강과� 웰빙),� 새로운� 꿈� 달콤한� 꿈(빈곤퇴치,� 불평등� 감소),� SWP(Solve� Water�

Problem),� 공다방(공정무역� ×� 환경� 캠페인),� 아쇼카,� 내일은� 학교에� 가자(양질

의� 교육,� 성� 평등)� 등

S대학

§ 프로그램명:� 수기치인� 리더십� 프로그램(성균관대학교,� 2017)

§ 참여� 대상:� 대학� 인증제� 요건� 충족자

§ 운영� 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 주요� 특징

-� 자기성찰과� 자기이해를� 강조하는� 수기� 리더십과� 관계성�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

고� 조화를� 이루는� 치인� 리더십을� 배양하는� 핵심역량� 향상� 프로그램

-� 워크숍Ⅰ나를� 만나다(기초),� 워크숍Ⅱ� 우리를� 만나다(응용)으로� 구성,� 현재

는� 레고시리어스플레이� 방법론(LEGO� Serious� Play� Method)을� 활용하여�

워크숍� 진행� �

-� 특전:� 워크숍� 교육비� 지원,� 워크숍� 이수증명서� 발급,� 인성품� 7시간� 인정,� FYE�

세미나� 점수� 10점� 반영�

§ 프로그램명:� 오거서(五車書)� 프로그램
§ 참여� 대상:� 대학� 인증제� 요건� 충족자

§ 운영� 부서:� 학술정보관� 인문학술정보팀

§ 주요� 특징

-� 교육과정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적실성에� 충실한� 특성화된� 독

서교육� 프로그램임

-� 다양한� 분야의� 양서와� 고전을� 아우르는� 심층적인� 독서를� 통해� 사고력,� 비판적�

성찰� 능력,� 토론과� 대화� 능력,�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둠

-� 오거서� 장학금,� 교수-학생� 함께� 책읽기,� 오거서� 독서� 동아리,� 오거서� 책소풍,�

<표� 8>� 자율실천� 역량� 관련� 교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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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율실천� 역량� 교육의� 방향성

❍ 자율실천 역량은 성신 6대 핵심역량 중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고,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수도 많았으나, 기초단계인 프로그램의 보완이 요구되며, 프

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필요함

❍ 단과대학별, 학과계열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부족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주어야 함. 학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족한 자율실천 역량을 증진

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 사회변동 및 직업변동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직종 전반에 걸쳐 공통으

로 요구되는 핵심역량 또는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음. 따라서 교

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의 연계가 필요함

구분 세부내용

SKKU� 독서가이드� &� 독서컨설팅,� 독서챌린지,� 독서/고전/교양강좌� 도서지원� 등

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함

§ 프로그램명:� 성균� Bridge� Year

§ 참여� 대상:� 휴학생

§ 운영� 부서:� 대학혁신과공유센터

§ 주요� 특징

-� 학업,� 취업� 등으로� 감정적� 소진을� 겪는�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과� 자기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간으로� 도입함

-� 학생들이� 성균� 인재상과� 연결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학점을� 인

정해주는� 과정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함

K대학

§ 프로그램명:� 주도성� 향상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탁진국� 외,� 2017)

§ 참여� 대상:� 신입생� 113명(실험집단:60명,� 통제집단:53명)

§ 운영� 부서:

§ 운영� 기간(시간):� 총� 6회기

§ 주요� 특징

-� 1:1� 코칭으로� 진행,� 코치� 19명(다수의� 코칭� 경험이� 있는� 코칭� 전공� 석사와� 박

사과정� 학생)

-� 오리엔테이션� →� 현재� 자아탐색� →� 목표탐색� →� 변화목표� 설정� →� 계획수립�

→� 계획점검� →� 마무리� 등� 총� 6회기(오리엔테이션� 제외)에� 걸쳐� 프로그램� 진행

-� 사전,� 사후,� 추후� 1,� 추후� 2� 시점에서� 주도성,� 강점�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함

-� 효과성�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시점과� 집단� 간에� 상호작용� 효과

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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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실천 역량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참여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학

생유형별 특성 맞춤형 비교과과정 설계와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 

❍ 취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수요에 맞는 충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

설 및 현행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학생의 학업 및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태도가 필요함

❍ 비교과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대학생이 최소한의 사회적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배양하여 졸업 시 고용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

❍ 자율실천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은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의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컨설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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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과� 교육방법:� 교육과정� 위계

가.�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 수립� 기준

❍ 위계는 위치나 지위의 단계를 말하며, 교육학에서는 학습자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행동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경험의 경로를 선수기능의 관계에 따

라 제시한 요소의 조직체를 의미함. 비교과 교육과정의 위계는 교육목표를 달성

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및 활동의 단계로 정의할 수 있음

❍ 우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는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를 참고하여 

적용하되, 다양한 핵심역량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응용함. Bloom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1956년에 지적 영역, 1964년에 정의적 영역, 1972년에 운동기능적 영역에 

대한 교육목표 분류 핸드북을 발간함6). 각 영역별 교육목표는 위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어, 뒤의 목표는 앞의 목표를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음(이성호, 2009: 

237~240)

§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는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운동기능적 영역으로 

순차적으로 체계화됨. 핵심역량 교육은 기존의 지식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지

식과 실행을 융합하고자 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이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성신 6대 핵심역량이 Bloom의 세 영역 중 특정 영역으로 귀

속되기보다 세 영역 모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신 6대 핵심역량의 정의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영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시민 역량은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더 가깝고, 소

통협력 역량은 정의적 영역과 운동기능적 영역에 가까움. 지식탐구 역량은 지

적 영역에 가까움. 창의융합 역량은 정의적 영역에 가깝고, 예술감성 역량은 

정의적 영역, 운동기능적 영역에 더 가까움. 마지막으로, 자율실천 역량은 지

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가까움

§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에서 지적 영역은 6단계, 정의적 영역은 5단계, 

운동기능적 영역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와 Bloom의 

단계를 1:1로 대응시킬 수 없음. 그러나 단계가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의 위계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므로, 이를 <표 

9>에 제시하였음 

6) 각 영역별 교육목표 분류 핸드북 연구자는 다음과 같음
- 지적 영역에 대한 교육목표 분류 핸드북: B. S. Bloom, D. R. Krathwohl
-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목표 분류 핸드북: B. S. Bloom, D. R. Krathwohl, B. Masia
- 운동기능적 영역에 대한 교육목표 분류 핸드북: A. J. H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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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성호(2009).� 교육과정론.� 서울:� 양서원,� 237~240.의� 내용을� 발췌하여� 도식화함

   

7) 수정된 Bloom의 교육목표 분류(Bloom’s taxonomy revised)(Anderson and Krathwohl’s Ta
xonomy, 2001)에 의하면, 기억(remembering), 이해(understanding), 적용(applying), 분석(a
nalyzing), 평가(evaluation), 창조(creating) 순임

지적� 영역7) 정의적� 영역 운동기능적� 영역
� �

①� 지식(knowledge):� 개개의�

고립된� 정보를� 오직� 기억�

재생하는� 수준의� 지식


� � �

②� 이해(comprehension):�

정보의� 여러� 요소에� 초점

을� 맞추고� 식별하거나� 단

순� 기억� 재생� 이상의� 지적�

행위능력
� �


� �

③� 적용(application):� 습득한�

정보를� 다른� 경우에� 적용

하여� 그전에� 하지� 못한� 일

을� 할� 수� 있는� 능력
� � �


� � �

④� 분석(analysis):� 커다란� 현

상을� 이해하며,� 작은�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 추출하는�

능력
� � �


� � � � � �

⑤� 종합(synthesis):� 새로운�

전체를� 창조하기� 위해� 내

용의� 개별적� 요소를� 통합

할� 수� 있는� 능력
� � �


� � �

⑥� 평가(evaluation):� 어떤�

분명한� 기준을� 세워� 판단

하고,� 자신의� 결론을� 입증

하는� 증거를� 세우는� 능력

� � �

①� 감수(receiving):� 자극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감

지),� 여러� 자극� 가운데� 특

정� 자극을� 변별하고,� 자진

해서� 주의를� 기울이며(자진

감수),� 자극을� 추구(주의집

중)
� � �


� � �

②� 반응(responding):� 자극

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

는� 정도로� 반응(묵종)하고,�

자신의� 내부� 압력에� 따라�

반응(자기반응)하다� 개인적

인� 만족도를� 위해� 정서적

으로� 반응(만족)
� � �


� � �

③� 가치화(valuing):� 내면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심화됨
� � �


� � �

④� 조직화(organizing):� 여러�

가지� 가치를� 하나의� 체계

로� 구성�
� � �


� � �

⑤� 인격화(characterizing):�

내면화가� 성숙한� 단계로,�

하나의� 가치체계,� 세계관을�

갖고� 가치� 상황에서� 일관

성� 있게� 반응함(통정).� 가

치� 복합에� 의한� 인격화

� � �

①� 관찰(observing):� 운동기

능� 과업이� 어떻게� 수행되

어야� 하는가� 관찰하고� 기

술
� � � �


� �

②� 모방(imitating):� 관찰한�

복잡한� 운동기능을� 요소별

로� 분리하여� 관찰한� 대로�

따라함
� � �


� � �

③� 연습(practicing):� 모방한�

운동기능을� 몸에� 익숙해지

도록� 반복� 연습.� 전체를� 부

드럽고� 능숙하게� 할� 수� 있

게� 연습함
� � �


④� 적응(adapting):� 학습자�

나름의� 확실한� 운동기능을�

수행.� 운동� 또는� 활동을� 완

전히� 자기� 것으로� 내면화,�

사유화하는� 통정이� 이루어

짐

<표� 9>�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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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의� 방향성

   

❍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우리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침｣의 비교과 프로그램 난이도 기준을 고려함. 우리 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시간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S+마일리지를 부여함. 비교과 프로그램 난이도는 

교육내용의 어려움이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참여의 어려움이 아닌, 

학생참여 수준 및 노력 정도를 의미하며, ‘상’, ‘중’, ‘하’의 3단계로 구분됨(<표 

10> 참조>

   

[그림� 7]� 수정된� Bloom의� 교육목표� 분류

출처: https://kodosurvey.com/blog/blooms-taxonomy-levels-learning-complet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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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프로그램� 특징

상 기획,� 실행,� 결과� 제출� 등에�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

중 실행,� 결과� 제출� 등에� 있어� 학생의�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

하 학생이� 단순� 참여하는� 프로그램

<표� 10>�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 내� 난이도� 기준�

❍ 다음으로,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방

법(운영유형)을 고려함. 우리 대학은 2018년에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

선방안 연구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방법을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

담형’, ‘실습형’, ‘사회형’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함. 실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에 있어, 각 비교과 프로그램은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각 유형별 해

당 비율을 제시함. 특정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방법이 난이도와 연관되지는 않으

나, 강의형의 비율이 높을수록 난이도는 ‘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큼(<표 11> 참

조)

교육방법 세부내용

강의형 특강,� 워크숍,� 이러닝� 등� 강의실에서� 강사가� 다수의� 학생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

참여형
봉사활동,� 홍보대사,� 공모전,� 캠프� 등� 학생이� 다른� 조직이나� 사람이� 기획한� 활동에�

참여하는� 형식

파견형 해외연수,� 탐방� 등� 교육을� 목적으로� 대학� 밖의� 기관� 및� 장소에� 학생을� 보내는� 형식

상담형
멘토링,� 컨설팅,� 1:1� 면담� 등� 상담자(전문가)와� 학생이� 고민,� 문제� 및� 과제를� 의논

하는� 형식

실습형 인턴,� 현장실습� 등� 조직� 및� 현장에서� 이론으로� 배운� 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형식

사회형
그룹스터디,� 튜터링� 등� 과제� 해결� 또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형식

<표� 11>�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방법

❍ 마지막으로,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 수립 시 성신핵심역량검사8)를 고려함. 성신핵

심역량검사는 재학생의 1~4분위의 4단계 위치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정성적 

8) 성신핵심역량검사는 우리 대학 재학생의 핵심역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재학생의 핵심역
량 함양을 지원하고,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 전체 재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검사임. 성신핵심역량검사를 응시한 학생은 절대지표
와 상대지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지표는 백분위와 1~4사분위에 따른 의미를 제
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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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성신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제시함. 따라서, 재학생이 4단계로 제

시되는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 비

교과 교육과정 위계가 4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 �

나.� 성신여자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는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체계,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비교과 프로그램 난이도, 비

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방법, 성신핵

심역량검사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는 영역에 따라 

4~6개, 비교과 프로그램 난이도는 3개,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방법은 6개, 성신

핵심역량검사 결과는 연속형(백분위 수)과 4개 분위로 결과를 제시하므로, 모두 

다른 수의 세부 구성요소를 갖고 있음. 비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목적 중 하나는 

학생에게 비교과 프로그램 선택의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재학생이 자신의 성신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성신핵심역량검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는 성

신핵심역량검사 결과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함

§ 1단계는 역량인지 단계로, 핵심역량 개념 소개 및 체험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기초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는 단계임

§ 2단계는 역량개발 단계로, 핵심역량의 기초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해 간단한 실

습을 진행해 역량을 본격적 형성하는 단계임

§ 3단계는 역량심화 단계로, 핵심역량의 핵심 지식 및 기능을 영역별로 학습하

고 집중 실습으로 심화하는 단계임

§ 4단계는 역량발현 단계로, 핵심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

여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임

   

❍ <표 12>는 우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와 Bloom의 교육과정 분류체계, 

비교과 프로그램 난이도 및 교육방법,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와의 관계를 나타

냄.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와 각 비교 내용이 1:1로 대응한다기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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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Bloom의� 교육과정� 분류체계

난이도
교육

방법

성신핵심

역량검사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운동

기능적�

영역

1단계

역량

인지

핵심역량� 개념� 소개�

및� 체험을� 통해� 관

심과� 흥미를� 유발하

고,� 기초� 지식� 및� 기

능을� 습득하는� 단계

①� 지식 ①� 감수 ①� 관찰 하

강의형�

비율이�

높음

1사분위

(~25%)

2단계

역량

개발

핵심역량의� 기초� 지

식� 및� 기능을� 활용

해�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역량을� 본격

적� 형성하는� 단계

②� 이해 ②� 반응 ②� 모방

중

3단계

역량

심화

핵심역량의� 핵심� 지

식� 및� 기능을� 영역

별로� 학습하고� 집중�

실습으로� 심화하는�

단계

③� 적용

④� 분석
③� 내면화 ③� 연습

4단계

역량

발현

핵심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종합적으

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

⑤� 종합

⑥� 평가

④� 조직화

⑤� 인격화
④� 적응 상

강의형�

비율이�

낮음

4사분위

(75%~)

<표� 12>� 성신여자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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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분석

❍ 우리 대학은 비교과통합관리센터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증진 효과 및 

운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인증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2019학년도에 인증받는 127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역량을 검

토함

❍ 2019학년도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심사 신청 시 운영부서에서 신청

한 핵심역량으로 역량이 결정되어 있음. 그러나 운영부서에 따라 핵심역량에 대

한 판단기준이 다르고, 계획과 실제 운영이 다른 때도 있어 비교과 프로그램별 

핵심역량이 고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프로그램의 계획 및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비교과 프로그램별 성신핵심역량을 

검토함

§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심사는 2019학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1학기와 2학기에 

핵심역량을 지정하는 방식이 다름. 1학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핵심역량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2학기에는 핵심역량별로 관련 비율을 

입력하고, 가장 비율이 높은 핵심역량을 대표역량으로 지정하게 함. 따라서 2

학기에 인증받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다수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역량을 기준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을 

분석함

§ 본 연구는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과정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므로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을 1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나, 비교과 

프로그램이 하나의 핵심역량만을 증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총 127개의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중 106개 프로그램은 인증받은 핵심역량에 

적절히 배정된 것으로 판단하었으며, 21개 프로그램은 인증과 다른 핵심역량으

로 재분류함(<표 13> 참조)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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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시민 역량으로 인증받은 19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16개 프로

그램은 글로벌시민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3개 프로그램은 소통협

력 역량으로 재분류함

§ 소통협력 역량으로 재분류된 2개 프로그램은 재학생 폭력통합 예방교육 1차와 

학생토론회로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4대 폭력 중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다룸. 

이는 인권을 바탕으로 한 폭력 없는 공동체 간의 소통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으므로 글로벌시민 역량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공동체 의식보다는 ‘합리적 설득과 갈등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통한 ‘소통과 협력의 리더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판단함. 특히 2차 교육은 학생토론으로 연

결되어 있어 소통협력 역량을 강화함

§ 소통협력 역량으로 재분류된 1개 프로그램은 자살예방교육으로 폭력통합 예방

교육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경청과 이해’를 기반으로 둔 강의 위주의 교육으로 

소통협력 역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소통협력 역량으로 인증받은 12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7개 프로그

램은 소통협력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4개 프로그램은 자율실천 

역량, 1개 프로그램은 지식탐구 역량으로 재분류함

§ 소통협력 역량에서 자율실천 역량으로 재분류된 4개 프로그램은 구직기술강화

프로그램, 면접준비, 마이리틀 성신 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스타트업 채용 박

람회임. 4개 프로그램 모두 취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면접과 업계 실무자(선배 

포함)와의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면접과 상담이라는 소

통을 수단으로 삼아 구직활동을 준비하는 학생의 ‘자기이해와 자율성’ 강화를 

핵심역량명 최초
검토� 결과

글로벌

시민�

소통

협력

지식

탐구

창의

융합

예술

감성

자율

실천
글로벌시민 19개 16개 3개 　 　 　 　

소통협력 12개 　 7개 1개 　 　 4개

지식탐구 43개 　 1개 39개 　 1개 2개

창의융합 10개 　 　 4개 3개 　 3개

예술감성 9개 　 　 　 　 9개 　

자율실천 34개 　 　 1개 1개 　 32개

총합계 127개 16개 11개 45개 4개 10개 41개

<표� 13>�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검토� 결과(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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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을 추구하고 ‘열정과 도전의식’과 ‘자기효능감’

을 고취하므로 자율실천 역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소통협력 역량에서 지식탐구 역량으로 재분류된 1개 프로그램은 성신스터디그

룹임. 성신스터디그룹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설정

과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식 또는 자격증 연구 등을 실시하므로 ‘자기주

도적 학습’,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구’ 등을 담고 있어 지식탐구 역량에 해당

한다고 판단함

   

❍ 지식탐구 역량으로 인증받은 43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39개 프로그

램은 지식탐구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개 프로그램은 소통협력 

역량, 1개 프로그램은 예술감성 역량, 그리고 2개 프로그램은 자율실천 역량으로 

재분류함 

§ 교양교육대학 글쓰기 클리닉은 일대일 상담을 기본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적

극적 경청과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목표로 글쓰기 역량을 강화

하므로 소통협력 역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미술대학이 주관하는 외부인사 특강은 문화와 예술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강의로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의 역량을 고취하므로 예술감성 역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지식탐구 역량에서 자율실천 역량으로 변경된 2개 프로그램은 기업탐방과 전

문가와 함께 지원하는 공채 대비반임. 구직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써 본

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목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자

기이해와 자율성’,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열정과 도전의식’ 등에 관련되

어 자율실천 역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특히, 후자인 공채 대비반은 4학년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채를 대비하여 ‘자기효능감’ 또한 제고 가능하다

고 판단함 

  

❍ 창의융합 역량으로 인증받은 10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3개 프로그

램은 창의융합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4개 프로그램은 지식탐구 

역량으로, 3개 프로그램은 자율실천 역량으로 재분류함

§ 창의융합 역량에서 지식탐구 역량으로 변경ㆍ지정된 3개 프로그램은 모두 정

보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임. 구체적으로, 여성공학도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코딩테스트 취업준비과정, 동계 SW역량 강화 블랜디드 프로그램, 오

픈소스 GIT 교육프로그램과 성신경제신문읽기 프로그램임. 소프트웨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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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구’와 특히 ‘정보기술의 활용’의 내용을 담고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획득되어 지식탐구 역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성신경제신문읽기 프로그램은 경제신문을 수단으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하여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과 ‘전문지식

과 기술의 탐구’의 역량을 강화하므로 지식탐구 역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창의융합 역량에서 자율실천 역량으로 재분류된 3개 프로그램은 창업 동아리 

연합 워크숍, 성신워크위드 창업 단계별 프로그램, 창업 특강으로 모두 창업 

관련 프로그램임. 이들 프로그램은 공통으로 초기 창업 의지와 동기를 유발하

기 위해 대학생 창업자 또는 창업에 성공한 선배와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

하며, 창업 아이템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임. 이는 창업을 추구하는 학생이 창의

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보다는 창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본인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이해하는 ‘자기이해와 자율성’을 배양하고 창업을 도전해 본다는 

‘열정과 도전의식’을 배양하고 이와 관련된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을 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식탐구 역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예술감성 역량으로 인증받은 9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9개 프로그램 

모두 예술감성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지식탐구 역량으로 인증받은 1개 프로그램이 추가로 예술감성 역량으로 재분

류되어, 예술감성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10개로 구성됨

§ 지식탐구 역량에서 예술감성 역량으로 재분류된 1개는 외부인사특강으로 미술

대학과 연관된 외부인사가 초청되어 특강이 진행되므로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와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의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고려됨

   

❍ 자율실천 역량으로 인증받은 34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32개 프로그

램은 자율실천 역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개 프로그램은 지식탐구 

역량, 1개 프로그램은 창의융합 역량으로 재분류함

§ 자율실천 역량에서 지식탐구 역량으로 변경 지정된 모바일 앱 메이커스 프로

그램은 개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앱 메이커스 교육을 통해 앱을 구현

하기 위한 교육임. 프로그램이 ‘자기주도적 학습’,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구’, 

‘정보기술의 활용’을 강화하므로 지식탐구 역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자율실천 역량에서 창의융합 역량으로 변경 지정된 창업 동아리는 재학생에게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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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프로그램이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창의

적 발상과 기획’, ‘새로운 가치 창출’, ‘융합적 문제해결’을 강화하므로 창의융

합 역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표 14>~<표 19>는 127개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검토 결과를 종합

하여 핵심역량별로 비교과 프로그램별과 하위역량을 제시함. 핵심역량 검토 시 

각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하위역량 수준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하위역량은 핵

심역량 판단의 근거가 됨. 향후, 핵심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시 하위역량

별 비교과 프로그램의 분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외국어�

소통� 및�

활용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공동체�

의식

지역ㆍ국

제사회의�

문제�

인식

인권상담소

2019학년도�

인권문화� 활성화�

시리즈1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인권상담소

2019학년도�

인권문화� 활성화�

시리즈2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인재개발팀

JUMP�

IBC(외국계기업� 및�

해외취업� 대비반)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인재개발팀

JUMP� SECA(고급�

비즈니스� 영어�

스터디)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인재개발팀

성신�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Sungshin� Global�

Brand� Marketing�

Program)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인재개발팀 스튜어디스� 스쿨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캠퍼스타운

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팝업스토어」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표� 14>�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검토� 결과(글로벌시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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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외국어�

소통� 및�

활용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공동체�

의식

지역ㆍ국

제사회의�

문제�

인식

캠퍼스타운

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서비스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캠퍼스타운

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

「수유4U� 감성채널�

프로그램」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국제학생

지원팀

2019학년도�

2학기�

성신글로벌프렌즈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 ○

국제교육원

운영팀
한국어� 도우미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 　

교양교육지

원팀
글로벌라운지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교양교육

지원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센터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간호대학
간호사� 해외�

취업과� 역할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간호대학
해외� 간호의�

최신동향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법과대학 중국학술교류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민
○ ○ 　 　

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적극적�

경청과�

이해

효과적인

의사전달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학생생활

상담소

2019년�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

글로벌

시민

소통

협력
　 ○ ○ ○

<표� 15>�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검토� 결과(소통협력�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분석� ▸▸

97

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적극적�

경청과�

이해

효과적인

의사전달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 학생토론회

학생생활

상담소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

협력

소통

협력
○ ○ ○ ○

학생생활

상담소

건강한� 분노표현�

연습을� 위한�

수용-전념�

프로그램

소통

협력

소통

협력
○ ○ ○ ○

학생생활

상담소

자기주장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소통

협력

소통

협력
○ 　 ○ ○

학생생활

상담소

2019년�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

글로벌

시민

소통

협력
○ ○ ○ ○

학생생활

상담소
자살예방교육

글로벌

시민

소통

협력
○ 　 　 　

교양교육

지원팀
글쓰기� 클리닉

지식

탐구

소통

협력
○ ○ 　 　

사범대학

예비교사를� 위한�

즐거운� 교수법�

교실

소통

협력

소통

협력
○ ○ ○ ○

간호대학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소통

협력

소통

협력
○ ○ ○ ○

간호대학 인성교육특강
소통

협력

소통

협력
○ ○ ○ ○

간호대학 PRN� 설명회
소통

협력

소통

협력
○ ○ ○ ○

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자기

주도적�

학습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전문

지식과

기술의�

탐구

정보

기술의�

활용

<표� 16>�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검토� 결과(지식탐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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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자기

주도적�

학습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전문

지식과

기술의�

탐구

정보

기술의�

활용

창업사업화

지원팀

모바일� 앱�

메이커스� 프로그램

자율

실천

지식

탐구
○ 　 ○ ○

창업사업화

지원팀

여성CEO�

Alumni� 콘서트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교수학습

지원팀
성신스터디그룹

소통

협력

지식

탐구
○ 　 ○ 　

교수학습

지원팀
학습전략� 위크숍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인재개발팀

구직기술� 강화�

프로그램(입사지원

서� 초보/실전)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인재개발팀
성신경제신문읽기

(SSNIE)

창의

융합

지식

탐구
○ ○ ○ 　

인재개발팀
CINEMA� 4D�

디자인� 실습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

인재개발팀

아트웍을� 이용한�

모션그래픽�

“After� Effect”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

인재개발팀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채�

대비반(성신엘리트

코스)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인재개발팀
직무/기업� 분석!!�

이렇게� 하자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인재개발팀
GTQ� 및� GTQi�

대비반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인재개발팀 공기업� 한달완성반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

(비즈니스엑셀)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

(마케팅조사분석)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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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자기

주도적�

학습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전문

지식과

기술의�

탐구

정보

기술의�

활용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

(엑셀데이터분석)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인재개발팀
산업/직무� 릴레이�

특강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인재개발팀
취업초보자를� 위한�

A� to� Z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인재개발팀
내� 손안의�

직무분석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IT운영팀
신입생� 정보화�

특강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대학혁신

지원사업

추진단

여성공학도�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름방학�

코딩테스트�

취업준비과정」

창의

융합

지식

탐구
○ 　 ○ ○

대학혁신

지원사업

추진단

「오픈소스� GIT�

교육」� 프로그램

창의

융합

지식

탐구
○ 　 ○ ○

대학혁신

지원사업

추진단

여성공학도�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동계� SW�

역량강화�

블랜디드러닝」

창의

융합

지식

탐구
○ 　 ○ ○

산학협력팀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산학협력팀

특허관련�

선행기술조사� 방법�

특강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산학협력팀
명세서� 작성법�

특강� 및� 실습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인문과학대학

2019-2학기�

인문학� 전공자를�

위한� 마케팅� 특강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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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자기

주도적�

학습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전문

지식과

기술의�

탐구

정보

기술의�

활용

인문과학대학

2019년� 2학기�

인문과학대학�

예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통계분석�

워크숍(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Ⅰ)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통계분석�

워크숍(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Ⅱ)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통계분석�

워크숍(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초)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간호대학 부정맥� 특강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간호대학
삼성직무적성검사(

GSAT)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간호대학
심폐소생술� 수료�

프로그램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간호대학 영상의학과� 특강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간호대학
현직� 간호사� 초청�

특강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학술정보팀
도서관스탬프

(팡팡)투어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학술정보팀
소규모� 그룹�

맞춤식� 교육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학술정보팀
신편입생� 도서관�

활용교육(투어)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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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자기

주도적�

학습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전문

지식과

기술의�

탐구

정보

기술의�

활용

학술정보팀
신편입생� 온라인�

이용교육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학술정보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도서관�

활용교육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학술정보팀
전공도서/전자정보�

전시회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학술정보팀 학술DB� 활용� 교육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 ○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자연사�

여행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방송국

성신언론인회와�

성신� 언론3사가�

함께하는� "언론�

특강"�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교양교육

지원팀

교양교육대학�

인문학� 특강

지식

탐구

지식

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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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개방적

이고�

유연한�

사고

창의적�

발상과�

기획

새로운�

가치�

창출

융합적

문제해결

창업사업화

지원팀

모의투자� IR�

프로그램

창의

융합

창의

융합
○ ○ ○ ○

창업교육팀 창업캠프
창의

융합

창의

융합
○ ○ ○ ○

창업교육팀 창업동아리
자율

실천

창의

융합
○ ○ ○ ○

산학협력팀
아이디어� 발상법�

특강� 및� 실습

창의

융합

창의

융합
○ ○ ○ ○

<표� 17>�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검토� 결과(창의융합� 역량)

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문화적�

통찰과�

창조

캠퍼스타운

사업추진단

군집창업�

「아트창업빌리지�

프로그램」

예술

감성

예술

감성
○ ○ ○ ○

학술정보팀
시네마� in�

라이브러리

예술

감성

예술

감성
○ ○ 　 　

박물관운영팀

박물관� 전통문화�

체험강좌� �

내손으로� 만드는�

전통문양

예술

감성

예술

감성
　 ○ ○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특별전�

<군주가� 꿈꾸는�

세상>� 전시� 뒷�

이야기

예술

감성

예술

감성
　 ○ ○ 　

<표� 18>�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검토� 결과(예술감성�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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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문화적�

통찰과�

창조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캠퍼스�

뮤지엄-현대미술�

속� 꽃� 이야기

예술

감성

예술

감성
　 ○ ○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조선� 여인의�

복식과� 페르소나

예술

감성

예술

감성
　 ○ ○ 　

박물관운영팀

나만의� 별자리�

에코백�

만들기(특별전�

<군주가� 꿈꾸는�

세상>� 연계)

예술

감성

예술

감성
　 ○ ○ 　

박물관운영팀

박물관과� 함께하는�

문화탐방_찾아가는�

미술감상� 교실

예술

감성

예술

감성
○ ○ 　 　

미술대학 외부인사초청특강
지식

탐구

예술

감성
○ ○ 　 　

미술대학 외부인사초청특강
예술

감성

예술

감성
○ ○ 　 　

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문화적�

통찰과�

창조

학생생활

상담소

2019-1학기�

운정캠퍼스� open�

집단상담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학생생활

상담소

2019-1학기�

수정캠퍼스� open�

집단상담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표� 19>� 비교과� 프로그램� 핵심역량� 검토� 결과(자율실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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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문화적�

통찰과�

창조

학생생활

상담소

사회불안�

조절하기-ACT를�

통한� 내� 마음의�

안녕감� 되찾기�

프로젝트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학생생활

상담소

자기� 이해�

프로젝트-Who�

am� I?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학생생활

상담소

진로탐색�

집단상담-나의�

직업자화상은?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학생생활

상담소

학업적� 지연행동�

감소�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학생생활

상담소

마음챙김을� 통한�

자존감�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학생생활

상담소

2019-2학기� 오픈�

집단상담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창업교육팀
창업� 동아리� 연합�

워크숍

창의

융합

자율

실천
○ ○ ○ 　

창업교육팀 창업특강
창의

융합

자율

실천
　 ○ ○ 　

창업사업화

지원팀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소통

협력

자율

실천
○ ○ ○ 　

창업보육팀

성신워크위드� 창업�

단계별�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창업의� 맛’�

창의

융합

자율

실천
○ ○ ○ 　

교수학습

지원팀

학습전략� 클리닉:�

학습상담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교수학습

지원팀

학업향상�

어드바이징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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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문화적�

통찰과�

창조

인재개발팀
MBTI를� 통한� 강점�

찾기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인재개발팀

구직기술� 강화�

프로그램

(실전모의면접)

소통

협력

자율

실천
○ ○ 　 ○

인재개발팀
기초스펙을� 쌓기�

위한� 로드맵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인재개발팀
면접준비

(특강/실전)

소통

협력

자율

실천
○ ○ 　 ○

인재개발팀 생초보� 취업완성반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인재개발팀
성공� 대학생활�

진로로드맵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

인재개발팀
역량탐색을� 통한�

SWOT� 분석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인재개발팀
자기소개서� 첫걸음�

떼기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인재개발팀

자기소개서� 항목별�

핵심� 공략법�

시리즈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인재개발팀
채용설명회� 및�

취업특강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인재개발팀 커리어라운지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인재개발팀
마이리틀� 성신�

취업� 프로그램

소통

협력

자율

실천
　 　 ○ 　

인재개발팀
첫� 면접!!� 이렇게�

준비하자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인재개발팀
중견/강소기업�

기업분석� 시리즈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

인재개발팀
저학년을� 위한�

진로코칭� 청춘순례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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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프로그램명
현행

핵심역량

핵심역량� 검토� 결과

핵심역량

하위역량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문화적�

통찰과�

창조

인재개발팀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 4주�

완성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

인재개발팀
NCS� 입사지원서�

특강�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인재개발팀

전문가와� 함께�

지원하는� 공채�

대비반

지식

탐구

자율

실천
○ ○ ○ ○

인재개발팀

수정아!� 회사�

가즈아_서류부터�

면접까지� 올킬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

현장실습

운영팀
기업탐방

지식

탐구

자율

실천
○ ○ ○ 　

학생지원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성신건강관리

센터운영팀
소집단� 교육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성신건강관리

센터운영팀
심폐소생술� 교육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성신건강관리

센터운영팀
특강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간호대학
자기소개서� 특강�

및� 모의면접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

간호대학 병원별� 취업특강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

법과대학 진로� 및� 취업특강
자율

실천

자율

실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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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과� 프로그램� 위계� 분석

❍ 현재 우리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위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교과 교육과정 4단계의 위계(역량 인지-개발-심화-발현)를 

각각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음(<표 20> 참조)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는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

체계,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비교과 프로그램 난이도,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방법, 성신핵심역량검사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각 비교과 프로그램의 위계를 검토하면서 위 요소를 모두 동

일한 비중으로 적용하기보다 핵심역량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하여 종

합적으로 적용함

❍ 1단계(역량인지)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총 39개로 전체 127개 프로그램 

중 30.7%에 해당하며, 단방향 강의를 통해 핵심역량의 개념을 소개하고 단순 체

험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이 해당함

§ 1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예로서, 교수학습지원팀의 “학습전략워크숍”과 

같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관한 전문 강사의 단방향 강의형 프로그램과 IT운영

팀에서 운영하는 “신입생 정보화 특강”과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순 실습

형 프로그램이 있으며, 단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간호대학의 

“인성교육특강”이 있음

  

❍ 2단계(역량개발)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총 41개로 전체 127개 프로그램 

중 32.3%에 해당하며, 기초 강의를 통해 핵심역량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복잡성이 단순하고 범위가 제한적인 프로그램이 해

당함

§ 2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예로서, 글로벌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

지원팀의 “글로벌라운지”, 소통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생활상담소의 “자기

주장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박물관운영팀의 “큐레이터와의 대화 특별전 <군

주가 꿈꾸는 세상> 전시 뒷 이야기”가 있으며, 단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

램으로는 인문과학대학의 “예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있음

   

❍ 3단계(역량심화)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35개로 전체 127개 프로그램 중 27.6%

에 해당하며, 전문 강의를 통해 관련 핵심 지식의 습득과 집중 실습을 통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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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능을 심화하는 프로그램이 해당함

§ 3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예로서, 인재개발팀의 “성신 글로벌 브랜드 마

케팅”, 교양교육지원팀의 “교양교육대학 글쓰기 클리닉”, 그리고 단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식서비스공과대학의 “오픈소스 GIT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음

   

❍ 4단계(역량발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12개로 전체 127개 프로그램 중 9.4%

에 해당하며, 핵심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

하는 프로그램이 해당함

§ 4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예로서, 글로벌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캠퍼스타

운사업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시리즈가 있

으며,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교육팀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 등이 

있음

     

부서명 프로그램명 검토결과 검토의견

인권상담소
2019학년도� 인권문화�

활성화� 시리즈1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인권상담소
2019학년도� 인권문화�

활성화� 시리즈2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학생생활

상담소

2019-1학기� 운정캠퍼스�

open� 집단상담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체험을� 통

해�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학생생활

상담소

2019년�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학생생활

상담소

2019년�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 �

학생토론회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학생생활

상담소

대인관계�개선�

프로그램-사람과� 사람�

사이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표� 20>� 비교과� 프로그램별� 위계�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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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상담소

2019-1학기� 수정캠퍼스�

open� 집단상담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체험을� 통

해�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학생생활

상담소

건강한�분노표현�연습을�

위한� 수용-전념� 프로그램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학생생활

상담소

사회불안� 조절하기-ACT를�

통한� 내� 마음의� 안녕감�

되찾기� 프로젝트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실습을� 통

해�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학생생활

상담소

자기이해�프로젝트-Who�

am� I?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실습으로�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학생생활

상담소

진로탐색�집단상담-나의�

직업자화상은?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실습으로�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학생생활

상담소

학업적� 지연행동� 감소�

집단상담� 프로그램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실습으로�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학생생활

상담소

마음챙김을� 통한� 자존감�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실습으로�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학생생활

상담소

자기주장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학생생활

상담소

2019-2학기� 오픈�

집단상담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강의와� 실

습을� 통해�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학생생활

상담소
자살예방교육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IT운영팀 신입생� 정보화� 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대학혁신지원사

업추진단

여성공학도�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름방학� 코딩테스트�

취업준비과정」프로그램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강의와� 참여를� 통해� 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함

대학혁신지원사

업추진단

「오픈소스� GIT� 교육」�

프로그램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고난도� 강의와� 집중� 실습으로� 정보기술� 활용능력

을� 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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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

업추진단

여성공학도�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동계�

SW� 역량강화�

블랜디드러닝」프로그램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강의와� 참여를� 통해� 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함

캠퍼스타운

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활성화”�

「팝업스토어」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캠퍼스타운

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활성화”�

「서비스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캠퍼스타운

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활성화”�

「수유4U� 감성채널�

프로그램」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캠퍼스타운

사업추진단

군집창업� 「아트창업빌리지�

프로그램」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학생지원팀 신입생�오리엔테이션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국제학생

지원팀

2019학년도� 2학기�

성신글로벌프렌즈

(튜터링)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국제교육원

운영팀
한국어� 도우미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집중� 실습으로� 핵심� 기능을� 심화함

산학협력팀 지식재산권의�이해와� 활용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산학협력팀
아이디어� 발상법� 특강� 및�

실습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강의와� 실습으로� 창의적� 발상과� 기획� 능력을� 향

상함

산학협력팀
특허관련� 선행기술조사�

방법� 특강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고난도� 강의와� 집중� 실습으로� 논리적� 사고와� 비

판적� 분석능력을�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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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팀
명세서� 작성법� 특강� 및�

실습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고난도� 강의와� 집중� 실습으로� 논리적� 사고와� 비

판적� 분석능력을�심화함

교수학습

지원팀
성신스터디그룹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교수학습

지원팀
학습전략� 위크숍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교수학습

지원팀

학습전략� 클리닉:�

학습상담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교수학습

지원팀
학업향상� 어드바이징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JUMP� IBC

(외국계기업� 및� 해외취업�

대비반)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집중� 실습으로� 핵심� 기능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JUMP� SECA

(고급� 비즈니스� 영어�

스터디)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으로� 핵심기능을�심화함

인재개발팀 MBTI를� 통한� 강점� 찾기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으로� 기능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구직기술� 강화� 프로그램

(실전모의면접)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으로� 기능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구직기술� 강화� 프로그램

(입사지원서� 초보/실전)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인재개발팀
기초스펙을�쌓기� 위한�

로드맵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면접준비(특강/실전)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으로� 기능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생초보� 취업완성반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으로� 기능을� 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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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팀 성공� 대학생활� 진로로드맵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을� 통해� 기능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성신경제신문읽기

(SSNIE)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역량탐색을�통한� SWOT�

분석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강의와� 실습으로�심화된�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자기소개서� 첫걸음� 떼기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으로� 기능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자기소개서� 항목별� 핵심�

공략법� 시리즈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강의와� 실습으로�심화된�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채용설명회� 및� 취업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인재개발팀 커리어라운지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인재개발팀 CINEMA� 4D� 디자인� 실습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집중� 실습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아트웍을� 이용한�

모션그래픽� “After�

Effect”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집중� 실습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마이리틀� 성신� 취업�

프로그램(우리� 선배와의�

취업� 멘토링)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채�

대비반

(성신엘리트코스)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집중� 실습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직무/기업� 분석!!� 이렇게�

하자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고난도� 강의와� 집중� 실습으로� 논리적� 사고와� 비

판적� 분석능력을�심화함

인재개발팀
첫�면접!!� 이렇게�

준비하자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강의와� 실습으로�심화된� 기능을�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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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팀
중견/강소기업� 기업분석�

시리즈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고난도� 강의와� 집중� 실습으로� 논리적� 사고와� 비

판적� 분석능력을�심화함

인재개발팀
저학년을� 위한� 진로코칭�

청춘순례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체험을� 통

해�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

4주� 완성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체험을� 통

해�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GTQ� 및� GTQi� 대비반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세부� 수험�

능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스튜어디스�스쿨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집중� 실습으로� 핵심� 기능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공기업� 한달완성반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세부� 수험�

능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비즈니스엑셀)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세부� 수험�

능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마케팅조사분석)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세부� 수험�

능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엑셀데이터분석)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세부� 수험�

능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NCS� 입사지원서� 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인재개발팀
전문가와� 함께� 지원하는�

공채� 대비반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강의와� 실습으로�심화된�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성신�글로벌� 브랜드�

마케팅(Sungshin� Global�

Brand� Marketing�

Program)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집중� 실습으로� 핵심� 기능을� 심화함

인재개발팀 산업/직무� 릴레이� 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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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팀
취업초보자를� 위한�

A� to� Z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수정아!� 회사�

가즈아_서류부터�면접까지�

올킬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체험을� 통

해�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인재개발팀 내� 손안의� 직무분석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현장실습

운영팀
기업탐방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체험을� 통

해�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창업교육팀 창업�동아리� 연합� 워크숍 4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창업교육팀 창업캠프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창업교육팀 창업동아리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창업교육팀 창업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창업사업화

지원팀

모바일� 앱� 메이커스�

프로그램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창업사업화

지원팀
여성CEO� Alumni� 콘서트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창업사업화

지원팀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창업사업화

지원팀
모의투자� IR� 프로그램 4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종합력ㆍ평가력,� 조직화ㆍ

인격화,� 적응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

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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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팀

성신워크위드�창업� 단계별�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창업의� 맛’�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강의와� 참

여를� 통해� 역량� 관련� 능력을� 향상함

학술정보팀 도서관스탬프(팡팡)투어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학술정보팀 소규모� 그룹� 맞춤식� 교육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학술정보팀 시네마� in� 라이브러리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단순� 참여� 중심임

학술정보팀
신편입생� 도서관�

활용교육(투어)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학술정보팀 신편입생� 온라인� 이용교육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학술정보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도서관� 활용교육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학술정보팀 전공도서/전자정보�전시회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학술정보팀 학술DB� 활용� 교육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박물관운영팀

박물관�전통문화�체험강좌�

� 내손으로�만드는�

전통문양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으로� 핵심� 기능을� 심화함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특별전�

<군주가� 꿈꾸는� 세상>�

전시� 뒷� 이야기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큐레이터와�함께하는�

자연사� 여행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단순� 참여� 중심임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캠퍼스�

뮤지엄-현대미술�속� 꽃�

이야기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강의와� 실

습으로�기능을� 향상함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대화_조선�

여인의� 복식과� 페르소나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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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운영팀

나만의� 별자리� 에코백�

만들기(특별전� <군주가�

꿈꾸는� 세상>� 연계)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으로� 핵심� 기능을� 심화함

박물관운영팀

박물관과� 함께하는�

문화탐방_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단순� 참여� 중심임

방송국

성신언론인회와� 성신�

언론3사가� 함께하는�

"언론� 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성신건강관리센

터운영팀
소집단� 교육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실습을� 통

해�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성신건강관리센

터운영팀
심폐소생술�교육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강의와� 실

습으로�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성신건강관리센

터운영팀
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교양교육

지원팀
글로벌라운지 2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고,� 상담형이�

50%를� 차지해�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교양교육

지원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센터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교양교육

지원팀
글쓰기� 클리닉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집중� 실습으로� 핵심� 기능을� 심화함

교양교육

지원팀
인문학� 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인문과학대학

2019-2학기� 인문학�

전공자를� 위한� 마케팅�

특강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인문과학대학

2019년� 2학기�

인문과학대학�예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을�활용한�

통계분석� 워크숍(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Ⅰ)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고난도� 강의와� 집중� 실습으로� 정보기술� 활용능력

을� 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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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을�활용한�

통계분석� 워크숍(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Ⅱ)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고난도� 강의와� 집중� 실습으로� 정보기술� 활용능력

을� 심화함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을�활용한�

통계분석� 워크숍(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초)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고난도� 강의와� 집중� 실습으로� 정보기술� 활용능력

을� 심화함

법과대학 중국학술교류 3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상'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습에� 해당하고,�

집중� 실습으로� 핵심� 기능을� 심화함

법과대학 진로� 및� 취업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간호대학 간호사� 해외� 취업과� 역할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간호대학 부정맥� 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간호대학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세부� 수험�

능력을� 향상함

간호대학 심폐소생술� 수료� 프로그램 2단계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나,� Bloom� 분류체

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고,� 관련� 지식�

및� 기능을� 향상함

간호대학 영상의학과�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간호대학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으로� 핵심기능을�심화함

간호대학 인성교육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간호대학
자기소개서�특강� 및�

모의면접
2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이해,� 반응,� 모방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실습으로�

역량� 관련� 기능을� 향상함

간호대학 병원별� 취업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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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PRN� 설명회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단순� 참여

비율이�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간호대학 해외�간호의� 최신동향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간호대학 현직�간호사� 초청� 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개념� 소개� 중심임

사범대학
예비교사를� 위한� 즐거운�

교수법� 교실
3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적용력ㆍ분석력,� 내면화,� 연

습에� 해당하고,� 학생참여� 난이도� '중'에� 해당하며,�

집중� 실습으로� 핵심기능을�심화함

미술대학 외부인사초청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단순� 참여� 중심임

미술대학 외부인사초청특강 1단계

Bloom� 분류체계에서� 지식,� 감수,� 관찰에� 해당하

고,� 학생참여� 난이도� '하'에� 해당하며,� 강의비율이�

높고,� 단순� 참여� 중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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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 분석

가.� 총괄� 현황

❍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을 핵심역량과 위계에 따라 분류한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총괄표는 <표 21>과 같음.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총괄표는 현행 전체 127

개 비교과 프로그램 중 참여자격이 단과대학으로 제한된 단과대학 프로그램을 

제외한 105개를 분석대상으로 함. 단, 핵심역량별, 단계별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

을 제시할 때는 단과대학 프로그램을 별도 표기하여 포함함

❍ 총 105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비율은 자율실천 역량(36.2%), 지식탐

구 역량(33.3%), 글로벌시민 역량(12.4%), 예술감성(7.6%), 소통협력 역량

(6.7%), 창의융합 역량(3.8%) 순으로 나타남

§ 핵심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간 편차의 평균은 

12.03%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타 대학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학과 

유사하게 6개의 핵심역량으로 분류하고 있는 숭실대의 경우를 자체 분석해 본 

결과, 역량 간 프로그램 비율의 편차가 4.9%로 우리 대학의 프로그램 편중 정

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만, 우리 대학의 경우, 여러 영역에 걸친 융복

합능력을 요구하는 창의융합 역량의 경우 위계가 높은 수준의 소수 프로그램

구분
핵심역량� 및� 단계별� 현황 핵심역량별

비율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역량� 소계

글로벌시민
2개 2개 5개 4개 13개 13개

(15.4%) (15.4%) (38.5%) (30.8%) (100%) (12.4%)

소통협력
2개 3개 1개 1개 7개 7개

(28.6%) (42.9%) (14.3%) (14.3%) (100%) (6.7%)

지식탐구
15개 9개 9개 2개 35개 35개

(42.9%) (25.7%) (25.7%) (5.7%) (100%) (33.3%)

창의융합
- - 1개 3개 4개 4개

- - (25%) (75%) (100%) (3.8%)

예술감성
2개 3개 2개 1개 8개 8개

(25%) (37.5%) (25%) (12.5%) (100%) (7.6%)

자율실천
7개 19개 11개 1개 38개 38개

(18.4%) (50%) (28.9%) (2.6%) (100%) (36.2%)

전체
28개 36개 29개 12개 105개 105개

(26.7%) (34.3%) (27.6%) (11.4%) (100%) (100%)

<표� 21>�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도� 총괄표(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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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집중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높은 편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 단계별 비교과 프로그램 분포를 살펴보면, 1~3단계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

되어 있으며, 여기에 창의력과 기획력, 영역 간 융합역량을 바탕으로 성과를 도

출해내는 4단계 프로그램이 약 11.4% 분포하여 단계별 비율은 적절하다고 판단

됨. 그러나 단계별 비교과 프로그램 분포를 핵심역량별로 살펴보면, 특정 단계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함

§ 글로벌시민 역량은 1~4단계에 걸쳐 비교과 프로그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

며, 1~2단계보다 3~4단계의 분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통협력 역량은 3단계와 4단계에 각각 14.3%(1개)의 비교과 프로그램만 분

포함

§ 지식탐구 역량은 1~3단계에 걸쳐 비교과 프로그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단계가 높아질수록 분포 비율이 낮아져 4단계에는 5.7%만 분포함

§ 창의융합 역량은 1과 2단계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없으며, 4단계에 

75%가 분포함

§ 예술감성 역량은 1~3단계에 걸쳐 비교과 프로그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4단계에는 12.5%(1개)만 분포함

§ 자율실천 역량은 2단계에 50%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분포하고 있으며, 3단계

에는 28.9%, 1단계에 18.4%, 4단계에 2.6%가 분포함

나.� 핵심역량별� 세부� 현황

❍ 글로벌시민 역량은 1~4단계에 걸쳐 프로그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신입생 시기부터 졸업반까지 꾸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됨(<표 

22> 참조)

§ 글로벌시민 역량 프로그램은 인재개발팀, 국제교육원운영팀, 국제학생지원팀, 

교양교육지원팀뿐만 아니라 간호대학과 법과대학 등 단과대학에서도 운영하고 

있음

§ 외국어 학습 또는 관련 시험 준비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국인 튜터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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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인권상담소]� 2019학년도� 인권문화� 활성화� 시리즈1

[인권상담소]� 2019학년도� 인권문화� 활성화� 시리즈2

[간호대학]� 간호사� 해외� 취업과� 역할

[간호대학]� 해외� 간호의� 최신동향

2단계
[교양교육지원팀]� 글로벌� 라운지

[교양교육지원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센터

3단계

[국제교육원운영팀]� 한국어� 도우미

[인재개발팀]� JUMP� IBC(외국계기업� 및� 해외취업� 대비반)

[인재개발팀]� JUMP� SECA(고급� 비즈니스�영어� 스터디)

[인재개발팀]� 스튜어디스�스쿨

[인재개발팀]� 성신�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법과대학]� 중국학술교류

4단계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팝업스토어」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서비스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수유4U� 감성� 채널� 프로그램」

[국제학생지원팀]� 2019학년도� 2학기� 성신� 글로벌� 프렌즈(튜터링)

<표� 22>� 글로벌시민� 역량� 단계별� 프로그램� 목록

❍ 소통협력 역량은 2단계에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으며(핵심역량 내 42.9%),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9%에 그치고 있음(<표 23> 참조)

§ 효과적인 의사전달,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능력 등의 하위역량을 고려할 때, 

핵심역량의 종합적 활용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

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갈수록 갈등 관계가 복잡해지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다방면으로 배양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 자기주장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과 같이 상담중심 

집단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으므로 세부 주제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개발할 필

요가 있음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학생생활상담소]� 2019년�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

[학생생활상담소]� 자살예방교육

<표� 23>� 소통협력� 역량� 단계별�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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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탐구 역량은 두 번째로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4단계

에 걸쳐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입생 시기부터 졸업반까지 꾸준

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됨(<표 24> 참조)

§ 2018년 조사된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실용적 지식역량에 가장 많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예산대비 참여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9년에도 이어지고 있음

§ 영역 내 단계 간 프로그램 분포도 비교적 유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2단

계는 상경, 인문계열 중심의 전공 연계 또는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이 집중되

어 있고, 3단계는 공학계열의 프로그래밍 관련 주제가 편중된 경향을 나타내

므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현재 일부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해서 확

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간호대학]� 인성교육특강

[간호대학]� PRN� 설명회

2단계

[학생생활상담소]�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사람과� 사람� 사이

[학생생활상담소]� 건강한� 분노표현� 연습을� 위한� 수용-전념� 프로그램

[학생생활상담소]� 자기주장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3단계

[교양교육지원팀]� 글쓰기� 클리닉

[간호대학]�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사범대학]� 예비교사를�위한� 즐거운� 교수법� 교실

4단계 [학생생활상담소]� 2019년�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 � 학생토론회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IT운영팀]� 신입생� 정보화� 특강

[산학협력팀]�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교수학습지원팀]� 학습전략� 워크숍

[인재개발팀]� 구직기술� 강화� 프로그램(입사지원서�초보/실전)

[인재개발팀]� 산업/직무� 릴레이� 특강

[창업사업화지원팀]� 여성CEO� Alumni� 콘서트

[학술정보팀]� 도서관스탬프(팡팡)투어

[학술정보팀]� 신편입생� 도서관� 활용교육(투어)

[학술정보팀]� 신편입생� 온라인� 이용교육

[학술정보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도서관� 활용교육

[학술정보팀]� 전공도서/전자정보�전시회

[학술정보팀]� 학술DB� 활용� 교육

<표� 24>� 지식탐구� 역량� 단계별�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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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융합 역량은 1~2단계 프로그램이 없으며, 3~4단계 프로그램만 존재함(<표 

25> 참조)

§ 아이디어 발상법 특강과 실습의 경우도 발상법 강의를 듣고 바로 실습에 참여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자연사� 여행

[방송국]� 성신언론인회와�성신� 언론3사가� 함께하는� "언론� 특강"�

[교양교육지원팀]� 인문학� 특강

[간호대학]� 부정맥� 특강

[간호대학]� 영상의학과� 특강

[간호대학]� 현직� 간호사� 초청� 특강

2단계

[인재개발팀]� 성신경제신문읽기(SSNIE)

[인재개발팀]� GTQ� 및� GTQi� 대비반

[인재개발팀]� 공기업� 한달� 완성반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비즈니스엑셀)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마케팅조사분석)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엑셀데이터분석)

[인재개발팀]� 취업초보자를� 위한� A� to� Z

[인재개발팀]� 내� 손안의� 직무분석

[학술정보팀]� 소규모� 그룹� 맞춤식� 교육

[인문과학대학]� 2019-2학기� 인문학� 전공자를� 위한� 마케팅� 특강

[인문과학대학]� 2019년� 2학기� 인문과학대학�예비교사�역량강화�프로그램

[간호대학]�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간호대학]� 심폐소생술� 수료� 프로그램

3단계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 여성공학도�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름방학� 코딩테스트� 취업준비

과정」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 「오픈소스� GIT� 교육」�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 여성공학도�취창업� 역량강화�프로그램� 「동계� SW� 역량강화�블랜디드러닝」

[산학협력팀]� 특허관련� 선행기술조사� 방법� 특강

[산학협력팀]� 명세서� 작성법� 특강� 및� 실습

[인재개발팀]� CINEMA� 4D� 디자인� 실습

[인재개발팀]� 아트웍을� 이용한� 모션그래픽� “After� Effect”

[인재개발팀]�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채� 대비반(성신엘리트코스)

[인재개발팀]� 직무/기업� 분석!!� 이렇게� 하자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 활용� 통계분석� 워크숍(R� 활용� 데이터� 분석Ⅰ)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 활용� 통계분석� 워크숍(R� 활용� 데이터� 분석Ⅱ)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 활용� 통계분석� 워크숍(빅데이터�분석� 프로그래밍� 기초)

4단계
[교수학습지원팀]� 성신스터디그룹

[창업사업화지원팀]� 모바일� 앱� 메이커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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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식으로, 3단계에 해당함

§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아이디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이디어를 잘 내

는 사람의 습관 등에 대한 창의와 융합을 바탕으로 한 입문형 강의가 필요함

  

❍ 예술감성 역량은 특강이나 영화감상 등의 흥미유발 중심의 1단계 프로그램에서 

실제 학교 내 박물관의 전시 등에 참가하여 전문가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형의 2

단계로 발전됨. 3단계부터는 스스로 체험을 통해 문화예술 작품의 창조를 경험

하고, 4단계에 이르러 창업을 통해 문화 산물을 지역사회에 발현하는 성과 창출

로 이어짐. 예술감성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은 전체의 7.8%로 작은 비율에 해당

하지만, 단계별 프로그램이 균형적으로 개발되었음(<표 26> 참조)

❍ 자율실천 역량은 가장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4단계에 걸

쳐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입생 시기부터 졸업반까지 꾸준한 교

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자율실천 역량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

업역량 고취, 진로 개발, 취/창업의 진로 로드맵과 관련됨. 진로와 관련된 프로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

2단계 -

3단계 [산학협력팀]� 아이디어� 발상법� 특강� 및� 실습

4단계

[창업교육팀]� 창업캠프

[창업교육팀]� 창업동아리

[창업사업화지원팀]� 모의투자� IR� 프로그램

<표� 25>� 창의융합� 역량� 단계별� 프로그램� 목록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학술정보팀]� 시네마� in� 라이브러리

[박물관운영팀]� 박물관과�함께하는�문화탐방_찾아가는� 미술감상� 교실

[미술대학]� 외부인사초청특강(1,� 2)

2단계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특별전� <군주가� 꿈꾸는� 세상>� 전시� 뒷� 이야기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캠퍼스�뮤지엄-현대미술� 속� 꽃� 이야기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조선� 여인의� 복식과� 페르소나

3단계
[박물관운영팀]� 박물관� 전통문화� 체험강좌� � 내손으로�만드는� 전통문양

[박물관운영팀]� 나만의� 별자리� 에코백� 만들기(특별전� <군주가� 꿈꾸는� 세상>� 연계)

4단계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군집창업� 「아트창업빌리지� 프로그램」

<표� 26>� 예술감성� 역량� 단계별�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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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1단계는 특강이나 설명회로 대개 구성되어 있고, 2단계는 학생 자신의 

수준을 측정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단계는 취업

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율실천에서는 스스로 성과를 도출하

는 프로그램은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취업과 진로와 

상관없는 프로그램은 대개 상담이나 소집단 교육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이해를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2단계에 해당함(<표 27> 참조)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학생지원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인재개발팀]� 채용설명회� 및� 취업특강

[인재개발팀]� 커리어라운지

[인재개발팀]� NCS� 입사지원서� 특강�

[창업교육팀]� 창업특강

[창업사업화지원팀]�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성신건강관리센터운영팀]� 특강

[법과대학]� 진로� 및� 취업특강

[간호대학]� 병원별� 취업특강

2단계

[학생생활상담소]� 2019-1학기� 운정캠퍼스� open� 집단상담

[학생생활상담소]� 2019-1학기� 수정캠퍼스� open� 집단상담

[학생생활상담소]� 사회불안� 조절하기-ACT를� 통한� 내� 마음의� 안녕감� 되찾기

[학생생활상담소]� 자기이해� 프로젝트-Who� am� I?

[학생생활상담소]� 진로탐색� 집단상담-나의� 직업자화상은?

[학생생활상담소]� 학업적� 지연행동� 감소�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생생활상담소]� 마음챙김을� 통한� 자존감�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생생활상담소]� 2019-2학기� 오픈� 집단상담

[교수학습지원팀]� 학습전략� 클리닉:� 학습상담

[교수학습지원팀]� 학업향상� 어드바이징

[인재개발팀]� 기초스펙을� 쌓기� 위한� 로드맵

[인재개발팀]� 마이리틀� 성신� 취업� 프로그램(부제� :� 우리� 선배와의� 취업� 멘토링)

[인재개발팀]� 저학년을� 위한� 진로코칭� 청춘순례

[인재개발팀]�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 4주� 완성

[인재개발팀]� 수정아!� 회사� 가즈아_서류부터� 면접까지� 올킬

[현장실습운영팀]� 기업탐방

[창업보육팀]� 성신워크위드� 창업� 단계별�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창업의� 맛’�

[성신건강관리센터운영팀]� 소집단� 교육

[성신건강관리센터운영팀]� 심폐소생술� 교육

[간호대학]� 자기소개서� 특강� 및� 모의면접

3단계
[인재개발팀]� MBTI를� 통한� 강점� 찾기

[인재개발팀]� 구직기술� 강화� 프로그램(실전모의면접)

<표� 27>� 자율실천� 역량� 단계별�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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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인재개발팀]� 면접준비(특강/실전)

[인재개발팀]� 생초보� 취업완성반

[인재개발팀]� 성공� 대학생활� 진로로드맵

[인재개발팀]� 역량탐색을� 통한� SWOT� 분석

[인재개발팀]� 자기소개서� 첫걸음� 떼기

[인재개발팀]� 자기소개서� 항목별� 핵심� 공략법� 시리즈

[인재개발팀]� 첫� 면접!!� 이렇게� 준비하자

[인재개발팀]� 중견/강소기업� 기업분석� 시리즈

[인재개발팀]� 전문가와� 함께� 지원하는� 공채� 대비반

4단계 [창업교육팀]� 창업� 동아리� 연합� 워크숍



    

제4장� 비교과� 교육과정(안)

1.�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도(안)

2.� 신규� 비교과�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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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도(안)

가.� 총괄� 현황

❍ 본 연구는 우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제2장에서 비교과 교

육과정의 필요성 및 기능, 비교과 교육내용-핵심역량별 교육 방향, 비교과 교육

방법-교육과정 위계 등을 검토하여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계를 진행

하고, 제3장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설계를 적용하여 현행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

심역량, 위계를 검토하여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종합 분석을 

진행함. 현재의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수립한 비교과 교육

과정 체계에 부합하지만, 핵심역량 및 위계별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총 105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비율은 자율실천 역량(36.2%), 지식

탐구 역량(33.3%), 글로벌시민 역량(12.4%), 예술감성(7.6%), 소통협력 역량

(6.7%), 창의융합 역량(3.8%) 순으로 높음. 

§ 단계별 비교과 프로그램 분포를 살펴보면 1~3단계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

포가 되어 있으며, 여기에 창의력과 기획력, 영역 간 융합역량을 바탕으로 성

과를 도출해내는 4단계 프로그램이 약 11.4% 분포하여 단계별 비율은 적절하

다고 판단됨

  

❍ 현행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의 보완은 핵심역량 및 위계별로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는 데 있음. 

본 연구는 기존 105개 비교과 프로그램에 신규 55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가하

여 총 160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비교과 교육과정을 <표 28>과 같이 

제시함. 핵심역량 및 단계별로 같은 수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되도록 구성하고자 

하지는 않았으나, 2019학년도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

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성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시민 역량과 창의융합 

역량은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임

[비교과� 교육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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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시민 역량 교육과정은 기존 13개에 신규 15개를 포함하여 1단계 8개, 

2단계 6개, 3단계 7개, 4단계 7개 등 총 28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 소통협력 역량 교육과정은 기존 7개에 신규 6개를 포함하여 1단계 3개, 2단계 

4개, 3단계 5개, 4단계 1개 등 총 13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 지식탐구 역량 교육과정은 기존 35개에 신규 5개를 포함하여 1단계 15개, 2

단계 12개, 3단계 10개, 4단계 3개 등 총 40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

함

§ 창의융합 역량 교육과정은 기존 4개에 신규 14개를 포함하여 1단계 4개, 2단

계 4개, 3단계 2개, 4단계 8개 등 총 18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 예술감성 역량 교육과정은 기존 8개에 신규 6개를 포함하여 1단계 4개, 2단계 

4개, 3단계 3개, 4단계 3개 등 총 14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 자율실천 역량 교육과정은 기존 38개에 신규 9개를 포함하여 1단계 8개, 2단

계 21개, 3단계 17개, 4단계 1개 등 총 47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구분
핵심역량� 및� 단계별� 현황(신규� 프로그램� 수) 핵심역량별

비율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역량� 소계

글로벌시민
8(6)개 6(4)개 7(2)개 7(3)개 28(15)개 28개

(28.6%) (21.4%) (25.0%) (25.0%) (100%) (17.8%)

소통협력
3(1)개 4(1)개 5(4)개 1(0)개 13(6)개 13개

(23.1%) (30.8%) (38.5%) (7.7%) (100%) (8.3%)

지식탐구
15(0)개 12(3)개 10(1)개 3(1)개 40(5)개 40개

(40.5%) (32.4%) (27%) (8.1%) (100%) (25.0%)

창의융합
4(4)개 4(4)개 2(1)개 8(5)개 18(14)개 18개

(22.2%) (22.2%) (11.1%) (44.4%) (100%) (11.5%)

예술감성
4(2)개 4(1)개 3(1)개 3(2)개 14(6)개 14개

(28.6%) (28.6%) (21.4%) (21.4%) (100%) (8.9%)

자율실천
8(1)개 21(2)개 17(6)개 1(0)개 47(9)개 47개

(17.0%) (44.7%) (36.2%) (2.1%) (100%) (29.9%)

전체
42(14)개 51(15)개 44(15)개 23(11)개 160(55)개 157개

(26.3%) (31.9%) (27.5%) (14.4%) (100%) (100%)

<표� 28>�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도� 총괄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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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역량별� 비교과� 교육과정

❍ 글로벌시민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인권상담소]� 2019학년도� 인권문화� 활성화� 시리즈1

[인권상담소]� 2019학년도� 인권문화� 활성화� 시리즈2

[신규]� Keep� Trendy� and� Carry� On(해외� 트렌드� 최신동향)

[신규]� 미드� 폐인

[신규]� 지역축제� go� global!

[신규]� 사회봉사� 리더십

[신규]� 알고� 쓰는� SNS의� 글로벌� 활용

[신규]� After-party,� Global� Tutoring

[간호대학]� 간호사� 해외� 취업과� 역할

[간호대학]� 해외� 간호의� 최신동향

2단계

[교양교육지원팀]� 글로벌라운지

[교양교육지원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센터

[신규]� Global� Friendship

[신규]� 배리어프리� 건물� 디자인� 탐사대

[신규]� Talk� on� the� difference

[신규]� 글로벌� 아티스트:� 여행의� 추억을� 품은� 굿즈� 만들기

3단계

[국제교육원운영팀]� 한국어� 도우미

[인재개발팀]� JUMP� IBC(외국계기업� 및� 해외취업� 대비반)

[인재개발팀]� JUMP� SECA(고급� 비즈니스� 영어� 스터디)

[인재개발팀]� 스튜어디스� 스쿨

[인재개발팀]� 성신�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신규]� Colorful� Mentoring(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멘토링)

[신규]� We� are� the� world(세계� 속의� 나:� 적정기술을� 통한� 해외봉사� Ⅰ)

[법과대학]� 중국학술교류

4단계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팝업스토어」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서비스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수유4U� “수유시장� 활성화”� 「수유4U� 감성채널� 프로그램」

[국제학생지원팀]� 2019학년도� 2학기� 성신글로벌프렌즈(튜터링)

[신규]� Heal� the� world(세계� 속의� 나:� 적정기술을� 통한� 해외봉사Ⅱ)

[신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문제탐사대

[신규]� 천고마비의� 계절,� 수룡이의� 먹방

<표� 29>� 글로벌시민�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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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협력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 지식탐구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학생생활상담소]� 2019년�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

[학생생활상담소]� 자살예방교육

[신규]� 인문학� 북� 콘서트

[간호대학]� 인성교육특강

[간호대학]� PRN� 설명회

2단계

[학생생활상담소]�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사람과� 사람� 사이

[학생생활상담소]� 건강한� 분노표현� 연습을� 위한� 수용-전념� 프로그램

[학생생활상담소]� 자기주장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신규]� 인문학� 독서� 토론-성신� 원정대

3단계

[교양교육지원팀]� 글쓰기� 클리닉

[신규]� 성신� 코칭� 클래스

[신규]� Happy� conflict!

[신규]� 역할극으로� 공감� 능력� Up!

[신규]� 책과� 함께하는� 인사이드� 아웃

[간호대학]�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

[사범대학]� 예비교사를� 위한� 즐거운� 교수법� 교실

4단계 [학생생활상담소]� 2019년� 재학생� 폭력통합예방교육� � 학생토론회

<표� 30>� 소통협력�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IT운영팀]� 신입생� 정보화� 특강

[산학협력팀]�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교수학습지원팀]� 학습전략� 워크숍

[인재개발팀]� 구직기술� 강화� 프로그램(입사지원서� 초보/실전)

[인재개발팀]� 산업/직무� 릴레이� 특강

[창업사업화지원팀]� 여성CEO� Alumni� 콘서트

[학술정보팀]� 도서관스탬프(팡팡)투어

[학술정보팀]� 신편입생� 도서관� 활용교육(투어)

[학술정보팀]� 신편입생� 온라인� 이용교육

[학술정보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도서관� 활용교육

<표� 31>� 지식탐구�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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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학술정보팀]� 전공도서/전자정보� 전시회

[학술정보팀]� 학술DB� 활용� 교육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자연사� 여행

[방송국]� 성신언론인회와� 성신� 언론3사가� 함께하는� "언론� 특강"

[교양교육지원팀]� 인문학� 특강

[간호대학]� 부정맥� 특강

[간호대학]� 영상의학과� 특강

[간호대학]� 현직� 간호사� 초청� 특강

2단계

[인재개발팀]� 성신경제신문읽기(SSNIE)

[인재개발팀]� GTQ� 및� GTQi� 대비반

[인재개발팀]� 공기업� 한달� 완성반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비즈니스엑셀)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마케팅조사분석)

[인재개발팀]� 핵심직무자격증� 과정(엑셀데이터분석)

[인재개발팀]� 취업초보자를� 위한� A� to� Z

[인재개발팀]� 내� 손안의� 직무분석

[학술정보팀]� 소규모� 그룹� 맞춤식� 교육

[신규]� 대학생활과� 자기주도� 학습

[신규]� 노트필기� 어디까지� 해봤니?

[신규]� 생동하는� 디지털북� 만들어� 보기

[인문과학대학]� 2019-2학기� 인문학� 전공자를� 위한� 마케팅� 특강

[인문과학대학]� 2019년� 2학기� 인문과학대학� 예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간호대학]�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간호대학]� 심폐소생술� 수료� 프로그램

3단계

[산학협력팀]� 특허관련� 선행기술조사� 방법� 특강

[산학협력팀]� 명세서� 작성법� 특강� 및� 실습

[인재개발팀]� CINEMA� 4D� 디자인� 실습

[인재개발팀]� 아트웍을� 이용한� 모션그래픽� “After� Effect”

[인재개발팀]�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채� 대비반(성신엘리트코스)

[인재개발팀]� 직무/기업� 분석!!� 이렇게� 하자

[신규]� 수정이� 자투리� 시간관리법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 활용� 통계분석� 워크숍(R� 활용� 데이터� 분석Ⅰ)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 활용� 통계분석� 워크숍(R� 활용� 데이터� 분석Ⅱ)

[사회과학대학]� 프로그래밍� 활용� 통계분석� 워크숍(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기초)

4단계

[교수학습지원팀]� 성신스터디그룹

[창업사업화지원팀]� 모바일� 앱� 메이커스� 프로그램

[신규]� Indie� Publishing� 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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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융합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 예술감성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신규]� 창의적� 인물과의� 만남� 특강

[신규]� 융합� 캡스톤디자인� 특강(아이템� 발굴� 및� 팀� 빌딩)

[신규]� Digital� Mindmap

[신규]� 창의적� 문제해결� Design� Thinking� 방법론

2단계

[신규]� 창의적� 사고를� 위한� 생각� 도구

[신규]� 나만의� 파워포인트� 템플릿� 만들기

[신규]� 나의� 창의성은� 어디에?

[신규]� 성신� 스마트메이커

3단계
[산학협력팀]� 아이디어� 발상법� 특강� 및� 실습

[신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4단계

[창업교육팀]� 창업캠프

[창업교육팀]� 창업동아리

[창업사업화지원팀]� 모의투자� IR� 프로그램

[신규]� 생활� 속의� IoT

[신규]� Inno� School� 프로젝트

[신규]� Digital� Studio

[신규]� PBL(Project-Base� Learning)� 나눔봉사� 프로그램

[신규]� 성신� 크리에이터

<표� 32>� 창의융합�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학술정보팀]� 시네마� in� 라이브러리

[박물관운영팀]� 박물관과� 함께하는� 문화탐방_찾아가는� 미술감상� 교실

[신규]� 영혼� 살찌우기(클래식� 인문학� 특강;� 클래식,� 시대를� 담다)

[신규]� 디자이너와� 함께� 보는� 디자인� 전시

[미술대학]� 외부인사초청특강(1,� 2)

2단계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특별전� <군주가� 꿈꾸는� 세상>� 전시� 뒷� 이야기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캠퍼스� 뮤지엄-현대미술� 속� 꽃� 이야기

[박물관운영팀]� 큐레이터와의� 대화_조선� 여인의� 복식과� 페르소나

[신규]� 도시탐사:� 건축가의� 눈

<표� 33>� 예술감성�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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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실천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3단계

[박물관운영팀]� 박물관� 전통문화� 체험강좌� � 내손으로� 만드는� 전통문양

[박물관운영팀]� 나만의� 별자리� 에코백� 만들기(특별전� <군주가� 꿈꾸는� 세상>� 연계)

[신규]� 도전,� 미디어� 아티스트!

4단계

[캠퍼스타운사업추진단]� 군집창업� 「아트창업빌리지� 프로그램」

[신규]� 내� 몸� 사용설명서:� 난타

[신규]� 메이커� 스페이스,� 스마트� 목공소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1단계

[학생지원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인재개발팀]� 채용설명회� 및� 취업특강

[인재개발팀]� 커리어라운지

[인재개발팀]� NCS� 입사지원서� 특강

[창업교육팀]� 창업특강

[창업사업화지원팀]�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

[성신건강관리센터운영팀]� 특강

[신규]� 언니들과� 함께하는� JOB담

[법과대학]� 진로� 및� 취업특강

[간호대학]� 병원별� 취업특강

2단계

[학생생활상담소]� 2019-1학기� 운정캠퍼스� open� 집단상담

[학생생활상담소]� 2019-1학기� 수정캠퍼스� open� 집단상담

[학생생활상담소]� 사회불안� 조절하기-ACT를� 통한� 내� 마음의� 안녕감� 되찾기

[학생생활상담소]� 자기이해� 프로젝트-Who� am� I?

[학생생활상담소]� 진로탐색� 집단상담-나의� 직업자화상은?

[학생생활상담소]� 학업적� 지연행동� 감소�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생생활상담소]� 마음챙김을� 통한� 자존감�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생생활상담소]� 2019-2학기� 오픈� 집단상담

[교수학습지원팀]� 학습전략� 클리닉:� 학습상담

[교수학습지원팀]� 학업향상� 어드바이징

[인재개발팀]� 기초스펙을� 쌓기� 위한� 로드맵

[인재개발팀]� 마이리틀� 성신� 취업� 프로그램(부제� :� 우리� 선배와의� 취업� 멘토링)

[인재개발팀]� 저학년을� 위한� 진로코칭� 청춘순례

[인재개발팀]�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 4주� 완성

[인재개발팀]� 수정아!� 회사� 가즈아_서류부터� 면접까지� 올킬

[현장실습운영팀]� 기업탐방

<표� 34>� 자율실천� 역량� 비교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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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창업보육팀]� 성신워크위드� 창업� 단계별�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창업의� 맛(가칭)’

[성신건강관리센터운영팀]� 소집단� 교육

[성신건강관리센터운영팀]� 심폐소생술� 교육

[신규]� 자아성찰� 프로그램

[신규]� DIY� 기획봉사

[간호대학]� 자기소개서� 특강� 및� 모의면접

3단계

[인재개발팀]� MBTI를� 통한� 강점� 찾기

[인재개발팀]� 구직기술� 강화� 프로그램(실전모의면접)

[인재개발팀]� 면접준비(특강/실전)

[인재개발팀]� 생초보� 취업완성반

[인재개발팀]� 성공� 대학생활� 진로로드맵

[인재개발팀]� 역량탐색을� 통한� SWOT� 분석

[인재개발팀]� 자기소개서� 첫걸음� 떼기

[인재개발팀]� 자기소개서� 항목별� 핵심� 공략법� 시리즈

[인재개발팀]� 첫� 면접!!� 이렇게� 준비하자

[인재개발팀]� 중견/강소기업� 기업분석� 시리즈

[인재개발팀]� 전문가와� 함께� 지원하는� 공채� 대비반

[신규]� 사회봉사� 실천� 후기� 발표회

[신규]� 사회복지� 창업전략� 워크숍

[신규]� 멘토∙멘티� 교양� 튜터링
[신규]� 타전공자를� 위한� 멘토∙멘티� 전공교과� 튜터링
[신규]� 학생자문단� 팀프로젝트� 프로그램

[신규]� 10분의� 기적

4단계 [창업교육팀]� 창업� 동아리� 연합�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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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비교과� 프로그램(안)

❍ 본 연구에서 핵심역량별 비교과 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비교과 프로그

램을 제안하여 <표 29> ~ <표 34>에서 제시하였으며,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글로벌시민� 역량� 신규� 프로그램

1)� Keep� Trendy� and� Carry� On(해외� 트렌드� 최신동향)� �

프로그램명 Keep� Trendy� and� Carry� On(해외� 트렌드� 최신동향)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80% 20%

개� � � � 요
해외� 트렌드� 전문가를� 초빙하여� 트렌드� 이슈에� 대한� 국제동향을� 이해하고� 나아가� 국

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정보를� 습득하는� 프로그램

핵심역량

핵심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10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3일 6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전문가� 특강:� 거시적인� 트렌드,� 세부� 이슈� 및� 상황� 2H

2일 전문가� 특강:� 미시적인� 트렌드,� 분야별� 최신� 정보� 2H

3일
전문가� 특강:� 주요� 변수,� 핵심� 트렌드� 분석� 및� 생활� 속에� 트렌드�

활용법
2H

단계

단계 사유

1
개념� 소개� 및� 정보� 업데이트� 및� 진로와� 사회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강연�

비고
￭ 경영,� 패션,� 디자인� 등의� 전문�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트렌드�
전문가� 또는� 디자이너를� 섭외하여� ‘해외� 디자인� 동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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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드� 폐인

  

3)� 지역축제� go� global!

수도� 있음�

￭ 프로그램� 수료자에� 한하여� 필요할� 경우� 상담(해외취업� 및� 대학원� 진학)으로� 연계�
운영

프로그램명 미드� 폐인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50% 50%

개� � � � 요

프렌즈,� 섹스� 앤드� 더� 시티,� 빅뱅� 이론,� 모던� 패밀리�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종영한� 미

국드라마� 자막� 중�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을� 골라� 자막을� 학습하여� 우리와� 다른� 서구

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의�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영어� 표현을� 암기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외국어� 소통� 및� 활용
￭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일 2시간 4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H 특정� 에피소드� 시청하고� 관련된� 서구의� 문화� 학습 1H

2H 몇� 개의� scene의� 자막� 학습하고� 주요� 표현을� 배움 1H

단계
단계 사유

1 에피소드� 시청과� 강의형� 중심으로� 스스로� 학습을� 유도함�

비고 시험� 기간이� 없는� 달마다� 진행하며� 반복� 참여가� 가능함�

프로그램명 지역축제� go� global!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50% 50%

개� � � � 요
성북� 수유지역� 내� 축제� 행사� 기간에� 맞춰� 행사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

하고� 홍보하는� 20자� 내외의� 캐치프레이즈를� 다국어로� 작성해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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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봉사� 리더십� � �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외국어� 소통� 및� 활용
￭ 공동체� 의식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무제한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일 2시간 축제� 개최� 시� 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H 축제� 참가하고� 사진� 및� SNS� 업로드 2H

단계
단계 사유

1

비고 성북/수유구� 내� 지역축제� 참가하고� 홍보� 사진과� 자막을� 영어로� 작성해봄

프로그램명 사회봉사� 리더십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100%

개� � � � 요 지역사회� 내� 기관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참여시간만큼� 포인트� 획득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무제한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최대� 10일 30시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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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고� 쓰는� SNS의� 글로벌� 활용� � �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 소요시간

1일
성북구/지역구� 내� 기관에서� 봉사하고� 이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로�

전환함
0H

단계
단계 사유

1 1시간부터� 최대� 1학기� 30시간까지� 봉사활동� 참여� 가능

비고

지역� 내� 사회봉사� 기관과� 연계하여� 봉사를� 진행하며,� 학생� 스스로� 사회봉사� 기관을�

연계할� 수� 있어,� 운영시간� 및� 참여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최대� 제한을� 두어� 오

용을� 막고자,� 1년에� 30시간으로� 최대� 참여시간을� 제한함

프로그램명 알고� 쓰는� SNS의� 글로벌� 활용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100%

개� � � � 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SNS의� 위험성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이슈를� 학습한다.� 국외

와� 국내의� SNS� 활용과� 관련된� 위험성� 등을�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학습하고�

제대로� 된� SNS� 활용법과� 함께� 사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소외된� 노인계층� 등

에� 대해서� 생각해� 봄�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10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1일 3시간 3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강의형� 수업� :� SNS의� 영향력에� 대한� 강의�
￭ 개인정보� 보호와� SNS� 관련� 활용과� 관련된� 강의� 3시간

단계
단계 사유

1 강의� 100%� 과목

비고
연간� 언제든� 수요가� 있을� 때� 개강할� 수� 있는� 수업으로� 3회� 정도로� 제한하여� 수강하

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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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fter-party,� Global� Tutoring

  

7)� Global� Friendship

프로그램명 Global� Friendship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50% 50%

개� � � � 요

교내� 외국인(학생� 및� 강사)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으로� 외국

인� 학생과� 한국� 학생의� 1:1�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및� 외국의� 생활� 문화를� 조사하고�

발표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 일상� 속에� 외국인� 친구를� 만듦으로써� 외국인과의� 소통

에� 두려움을� 없애고� 나아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를� 설명함으로써� 주

도적� 문화� 교류를� 경험

프로그램명 After-party,� Global� Tutoring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 100%

개� � � � 요

글로벌� 튜터링에� 참여한� 멘토ㆍ멘티의� 생활을� 회고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어려운� 점과� 배운� 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함.� 영어

로� 진행하는� 참여형으로� 외국어� 활용역량도� 함께� 제고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외국어� 소통� 및� 활용
￭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글로벌� 튜터링� 멘토ㆍ멘티� 참여자 참여경험에� 대한� 공유이기� 때문

참여인원 2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1일 3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멘토/멘티� 소개�
￭ 멘토/멘티와의� 다문화� 이해� 에피소드� 공유
￭ 소감발표

3H

단계
단계 사유

1 단순한� 사례� 공유회

비고 종강� 이후에� 1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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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리어프리� 건물� 디자인� 탐사대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외국어� 소통� 및� 활용
￭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60%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4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외국인� 학생,� 강사

참여인원 20명(재학생� 10명,� 외국인� 10명으로� 구성)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6일 12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오리엔테이션:� 외국인� 친구� 매칭 2H

2일 이해하기:� 매칭된� 상대방의� 나라� 및� 지역에� 대한� 리서치 2H

3일 커플� 활동:� 액티비티� 선정� 및� 활동기록 2H

4일
커플� 활동:� 예절의식,� 전통음식,� 문화,� 한글,� 한류� 등을� 공유하고�

탐색
2H

5일 파트너쉽� 빌딩 2H

6일 커플� 발표:� 활동� 공유� 발표� 2H

단계

단계 사유

2

실제� 외국인과의� 체험을� 통한� 외국어� 소통능력� 향상과� 교과과정� 중� 교감을�

통해� 프렌드십을� 쌓으며� 타인과� 타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시

민으로서의� 역량을� 발달시키는� 단계

비고
교내� 외국인�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그들의� 참여,� 협조가� 필요하며� 학기� 초에� 배치함으

로써� 서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프로그램명 배리어프리� 건물� 디자인� 탐사대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4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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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alk� on� the� difference

개� � � � 요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수유� 및� 성북� 지역

의� 건물들을� 탐방,� 배리어프리� 기준을� 측정해� 보아�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5일 8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배리어프리� 인증� 및�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강의
￭ 인증� 기준� 중� 최소� 및�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 2H

2일

￭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과� 성북� 및� 수유� 지역� 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한� 강의

￭ 현장실습� 계획표� 작성� 및� 제출
2H

3일 ￭ 배리어프리� 인증� 기준표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시행 2H

4일 ￭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H

단계
단계 사유

2 기준을� 학습하고,� 건물에서� 이를� 평가함�

비고
￭ 배리어프리� 인증� 수여� 기관인� 장애인개발원의� 전문가� 초빙하여� 강연
￭ 노약층이� 많은� 초고령� 도시인� 성북과� 강북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명 Talk� on� the� difference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30% 50% 20%

개� � � � 요

다문화� 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세대� 차,� 문화� 차,� 성별� 차,� 지위� 차� 등� 다양한� 차이에�

대한� 주제� 강의를� 듣고� 토론을� 진행함.� 강의별� 토론� 주제가� 주어지며� 토론� 활동을� 준

비하여� 마지막� 주차에� 토론� 대회를� 열게� 됨(모의법정과� 같음)�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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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글로벌� 아티스트:� 여행의� 추억을� 품은� 굿즈� 만들기

글로벌

시민

￭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 1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4시간 1일 4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H 차이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 2H

2~4H
제시된� 토론문제를� 숙제하고� 차이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서로

를� 대변하는� 토론의� 시간을� 갖음
2H

단계

단계 사유

2
시청각자료를� 보고,� 토론하는� 자리로� 임하는� 시간은� 짧으나,�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하여� 성과를� 내는� 것으로� 2단계로� 지정함

비고

프로그램명 글로벌� 아티스트:� 여행의� 추억을� 품은� 굿즈� 만들기�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30% 50% 20%

개� � � � 요

여행을� 떠나� 예술을� 매개로� 자신만의� 여행방식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개인의� 경험

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문화의� 실천적� 참여자로서� 성장과�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이드북� 또는� 상품을� 제작해�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볼� 수� 있도록� 전시와� 연계�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외국어� 소통� 및� 활용
￭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9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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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lorful� Mentoring(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멘토링)

프로그램명 Colorful� Mentoring(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멘토링)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 50% 10% 40%

개� � � � 요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 실천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사회관계망� 확대를� 할�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문화,� 커뮤니케이션� 부문�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외국어� 소통� 및� 활용
￭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70%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3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 학부� 3,� 4학년� 재학생

참여인원 �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8일 20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오리엔테이션� 2.5H

2일 문제� 인식과� 해결방법에� 대한� 특강 2.5H

3일 주제� 탐구:� 사고� 전환� 및� 문제� 발견 2.5H

4일 여행기� 공유:� 해결방안� 모색 2.5H

5일 제작작품� 아이디어� 기획안� 발표� 및� 피드백 2.5H

6일
제작작품� 아이디어� 구체화:� 여행� 가이드� 북,� 가이드� 영상� 또는�

상품� 제작
2.5H

7일 작품� 만들기� 및� 전시준비� 2.5H

8일 최종성과물� 산출� 및� 전시 2.5H

단계
단계 사유

２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하도록� 기획된� 프로그램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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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e� are� the� world(세계� 속의� 나:� 적정기술을� 통한� 해외봉사� Ⅰ)

￭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2,� 3학년� 재학생

참여인원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5일 15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오리엔테이션:� 다문화� 가정� 자녀&대학생� 매칭 3H

2일

￭ 인터뷰� 게임� 및� 조별� 미션
-� 자기� 소개하기

￭ 궁금한� 것� 물어보기
￭ 짝� 선정� 및� 자랑하기

3H

3일
￭ 요리수업� 진행�
-� 조별� 미션(떡국� 만들기,� 전� 부치기)

3H

4일

￭ 산책과� 상담�
-� 매칭� 아동과� 산책을� 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

-� 고민거리� 등을� 상담해주며� 멘토링

3H

5일 ￭ 발표:� 체험과정� 소감� 공유,� 활동사진과� 영상� 발표 3H

단계

단계 사유

3

기초�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후� 실제� 다문화� 가정� 어린이� 매칭을� 통해� 학

습� 및� 멘토링을� 하는� 단계로�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해

결능력� 향상을� 통해� 역량� 심화� 단계

비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청과의� 연계로� 진행

프로그램명 We� are� the� world(세계� 속의� 나:� 적정기술을� 통한� 해외봉사� Ⅰ)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70% � 30% �

개� � � � 요

학제� 간의� 다양한� 접근에서� 글로벌시민� 정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글로벌�

소통,� 공감� 그리고� 융합적� 정신의� 통섭적� 관점에서� 학생을� “글로벌� 나”로� 경험시키고,�

글로벌시민� 정신을� 함양시킴.� NGO단체와의� 협약으로� 해외� 봉사� 기관� 탐방을� 통해�

실제� 세계� 속의� 나를� 발견하고� 글로벌시민� 정신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 �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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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민

￭ 외국어� 소통� 및� 활용
￭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6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4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1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2일
24시간� 이상

(해외탐방� 5일� 추가)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오리엔테이션:� 세계화의� 이해 2H

2일
강의:� 글로벌시민� 정신� 이해

국가와� 민족을� 넘어� 글로벌� 시민으로
2H

3일

리서치:� NGO단체� 현황� 파악� 및� 봉사� 기관� 탐색

(굿네이버스,� 코이카,� 코피온� 등과� 협약으로� 탐방� 기관� 선정,� 탐

방국� 및� 봉사대상에� 대한� 이해)

2H

4일 협약기관� 강의:� 해외� 봉사의� 의미와� 주의사항 2H

5일 리서치:� 글로벌시민� 관점에서� 해결하기� � 2H

6~9일

해외� 봉사활동� 진행:� 해외� 파견국가,� 기관� 방문�

-� 교육� 봉사,� 환경정비,� 교육� 물품� 지원� 및� 문화� 교류,� 문화� 봉

사� 등을� 통한� 적정기술의� 수요처� 발굴� 활동

2H

10일 적정기술이� 적용된� 아이템� 개발을� 위한� 워크숍� 2H

11일 적정기술이� 적용된� 아이템� 개발을� 위한� 워크숍 2H

12일 팀별� 토론� 및� 발표:� 참가� 소감� 발표� 및� 보고서� 제출 2H

단계

단계 사유

3
연계된� 해외� 기관을� 탐방하여� 봉사활동� 및� 주어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보

다� 나은� 지식과� 이해를� 위한� 접근� 기회로� 활용

비고
� ￭ NGO단체와의� MOU로� 해외� 탐방에� 대한� 제반� 여건� 공유
� ￭ 학교의� 일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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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eal� the� world(세계� 속의� 나:� 적정기술을� 통한� 해외봉사Ⅱ)

프로그램명 Heal� the� world(세계� 속의� 나:� 적정기술을� 통한� 해외봉사Ⅱ)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70% 30% �

개� � � � 요

학제� 간의� 다양한� 접근에서� 글로벌시민� 정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글로벌�

소통,� 공감� 그리고� 융합적� 정신의� 통섭적� 관점에서� 학생들을� “글로벌� 나”로� 경험시키

고,� 그들에게� 글로벌시민�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GO단체와의� 협약

으로� 해외� 봉사기관� 탐방을� 통해� 실제� 세계� 속의� 나를� 발견하고� 글로벌시민� 정신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 �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외국어� 소통� 및� 활용
￭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6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4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1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10일
30시간� 이상

(해외탐방� 4일� 추가)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오리엔테이션:� 세계화� 이해하기 3H

2일
￭ 해외� 탐방� 봉사� 기획안� 제출� 및� 사전� 준비
￭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 아이템� 제작을� 위한� 리서치 3H

3일
￭ 적정기술� 아이템� 프로토타이핑
￭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 아이템� 제작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3H

4일 ￭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 아이템� 제작� 준비 3H

5일 ￭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 아이템� 제작� 3H

6~9일 ￭ 해외� 탐방:� 현지에� 가서� 적정기술� 아이템� 설치� 및� 배부� 3H

10일 ￭ 팀별� 토론� 및� 발표� :� 탐방� 후기� 및� 보고서� 제출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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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문제탐사대

단계

단계 사유

4

실제� 탐방을� 다녀와서� 느낀� 점을� 토대로� 적정기술에� 관해� 연구하고� 아이디

어를� 모색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직접� 들고� 그곳을� 다시�

찾아� 세계� 속의� 글로벌� 시민으로서� 지구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경험으로� 역량을� 발현하는� 총체적인� 경험� 단계

비고
‘세계� 속의� 나:� 적정기술을� 통한� 해외� 봉사� Ⅰ‘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던� 학

생들이� 이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프로그램명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문제탐사대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30% 50% 20%

개� � � � 요

지역� 내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알리는� 사진이나� UCC� 또

는� 카드뉴스� 등의�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하여� 성신여대� 오피셜� 계정으로� 업로드하여�

지역� 문제를� 인식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알고� 쓰는� SNS� 활용법� 수강자 SNS를� 활용하면서� 고려할� 사항을� 숙지함

참여인원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5일 15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강의형� 수업� :� 지역� 문제� 인식의� 중요성
-� 지역� 문제� 탐방� 및� 관찰,� 인터뷰� 방식� 등에� 대한� 인문학적�

관찰에� 대한� 강의

-� 사례� 공유

3H

2일
￭ 참여형� 수업� :� 현장계획서� 작성�
￭ 현장탐방� 지역� 및�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실습� 3H

3일

￭ 팀별� 자유로운� 외부� 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 발굴� 및� 촬영� 등�
현장실습� 시행

￭ 인터뷰,� 인증사진� 등� 마련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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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천고마비의� 계절,� 수룡이의� 먹방� �

4일
￭ 효과적인� UCC� 및� 카드� 뉴스� 제작� 강의
￭ 1차� 실습 3H

5일
￭ 2차� 실습� 및� 완성�
￭ 업로드 3H

단계

단계 사유

4
창의적� 내용� 발굴� 및� 크리에이티브� 실습� 및� 공유로� 창의적� 성과물을� 공유

함�

비고 성신여대� 지역탐사대� 오피셜� 계정� 마련하여� 업로드(유튜브� 또는� SNS� 가능)

프로그램명 천고마비의� 계절,� 수룡이의� 먹방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30% 50% 20%

개� � � � 요

SNS� 활용전략과� 크리에이티브� 만들기� 등의� 수업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맛집� 탐

방기를� 각종� 성신여대� 관련� SNS로� 업로드하고,� 이는� 꼭� 외국어� 1종으로� 자막처리하

여� 글로벌� 홍보로� 확장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외국어� 소통� 및� 활용
￭ 다문화� 이해와� 문화적� 포용력
￭ 공동체� 의식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알고쓰는� SNS활용법� 수강자 SNS를� 활용하면서� 고려할� 사항을� 숙지함

참여인원 �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6일 18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강의형� 수업� :� SNS� 마케팅� 효과와� 활용법� 강의,� 강북/수유지
역의� 맛집에� 대한� SNS� 사례� 공유� 등

3H

2일

￭ 참여형� 수업� :� 현장계획서� 작성(맛집� 리스팅)
￭ 현장탐방� 식당� 및� 선정� 사유� 작성
￭ 활동� 계획서� 작성법� 및� 실습�

3H

3일
￭ 팀별� 자유로운� 외부� 활동을� 통해� 맛집� 탐방
￭ 인터뷰,� 인증사진� 등� 마련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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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통협력� 역량� 신규� 프로그램

1)� 인문학� 북� 콘서트

4일
￭ 효과적인� UCC� 및� 카드� 뉴스� 제작� 강의
￭ 1차� 실습 3H

5일 ￭ 자막처리� 및� 번역� 실습 3H

6일 ￭ 영상� 완성� 및� 업로드 3H

단계

단계 사유

4
창의적� 내용� 발굴� 및� 크리에이티브� 실습� 및� 공유로� 창의적� 성과물을� 공유

함�

비고 성신여대� 지역탐사대� 오피셜� 계정� 마련하여� 업로드(유튜브� 또는� SNS� 가능)

프로그램명 인문학� 북� 콘서트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80% 20%

개� � � � 요

￭ 책의� 저자나� 관련� 연구가� 등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
는� 프로그램

￭ 강연자들이� 단순히�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들을� 재구성하고� 책에� 얽힌� 강연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스토리텔링� 방식

으로� 전달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정서적� 교감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10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1시간 5일 5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5일

￭ 책과� 소통하기:� 교양교육대학� 추천� 도서� 중� 한� 권을� 선정하여�
사전에� 읽기

￭ 저자와� 소통하기:� 북� 콘서트를� 통해� 저자의� 의도와� 생각을� 이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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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학� 독서� 토론-성신� 원정대

해하기� � �

￭ 나와� 소통하기:�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단계

단계 사유

1
본� 프로그램은� 저자나� 관련� 연구자들의� 강의가� 80%를� 차지하는� 프로그램

이므로� 역량이해에� 해당하여� 1단계에� 속함

비고

￭ 다양한� 분야의� 책� 저자와� 관련� 연구자를� 섭외하여� 참여자들이� 폭넓은�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자� 함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저자나� 관련� 연구자를� 섭외하는� 것이� 필요

프로그램명 인문학� 독서� 토론-성신� 원정대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100%

개� � � � 요

￭ 책은� 지식생성과� 발전의� 원천으로서� 개인적인� 인격함양과� 함께� 여러� 가치의� 충돌�
속에서� 사회적� 합일점을� 찾아가는� 토대가� 됨

￭ 팀� 기반� 인문학� 독서� 토론� 활동을� 통해�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소통과� 협력�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둠

￭ 독서� 토론을� 통해� 학생들� 간� 지적� 교류의� 활성화를� 모색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2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1시간 6일 6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교양교육대학� 추천� 도서� 1
-� 팀� 기반� 인문학� 독서� 토론� 활동

-�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소통과� 협력� 역량을� 강화

1H

2일

￭ 교양교육대학� 추천� 도서� 2
-� 팀� 기반� 인문학� 독서� 토론� 활동

-�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소통과� 협력� 역량을� 강화

1H

3일 ￭ 교양교육대학� 추천� 도서� 3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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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신� 코칭� 클래스� � �

프로그램명 성신� 코칭� 클래스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40% 60%

개� � � � 요

￭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개방적인� 태도와� 배려심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능력과�
책임감,� 도전의식� 및� 사명의식�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을� 기르는� 것은� 대학

생� 시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

￭ Successful� Executive� Coaching모형,� GROW모형을� 개념적� 기틀로� 한� 코칭�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 팀� 기반� 인문학� 독서� 토론� 활동

-�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소통과� 협력� 역량을� 강화

4일

￭ 교양교육대학� 추천� 도서� 4
-� 팀� 기반� 인문학� 독서� 토론� 활동

-�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소통과� 협력� 역량을� 강화

1H

5일

￭ 교양교육대학� 추천� 도서� 5
-� 팀� 기반� 인문학� 독서� 토론� 활동

-� 인문� 소양을� 함양하고� 소통과� 협력� 역량을� 강화

1H

단계

단계 사유

2

본� 프로그램은� 학생참여가�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

하여� 소통� 협력� 역량을� 발달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2단계에�

해당함�

비고

￭ 본� 프로그램은� 인문학적� 물음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기회를� 제공함
￭ 다양한� 읽기� 활동을� 통해� 인간과� 세상에� 대해� 성찰,� 탐구하고�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인문� 교양을� 폭넓게� 체험하도록� 함

￭ 문제의식을�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여�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과� 창의성을� 신장시킴

￭ 팀� 기반� 독서� 토론�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 소통과� 협력� 등�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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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8일 16시간 6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코칭� 클래스� 프로그램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 팀� 구성,� 라포� 형성
￭ 의사소통� 기술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
￭ 의사소통� 기술과� 리더십� 현재� 수준� 파악
￭ 계획:� 선택찾기,� 창의적� 행동� 계획

2H

2일

￭ 의사소통� 기술� 향상
￭ 의사소통� 이해
￭ 의사소통� 원칙
￭ 자아� 찾기
￭ 타인� 이해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2H

3일

￭ 의사소통� 기술� 실습(1)
￭ 독단적� 기술� 연습
￭ 요청과� 거절
￭ 칭찬과� 사과
￭ 비난과� 비판� 수용

2H

4일

￭ 의사소통� 기술� 실습(2)
￭ 실전� 역할� 연습
￭ 토의� 및� 토론

2H

5일

￭ 리더십� 향상
￭ 리더십� 이해
￭ 리더십� 유형
￭ 셀프리더십� 분석
￭ 목표� 성취와�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능력� 향상
￭ 셀프� 매니지먼트

2H

6일

￭ 리더십� 향상� 실습(1)
￭ 대인관계능력� 이해
￭ 주어진� 환경에서의� 리더십� 실천
￭ 행동� 계획� 점검� 및� 피드백

2H

7일

￭ 리더십� 향상� 실습(2)
￭ 창의적� 이해와� 공감� 이해
￭ 창의적� 능력에� 관한� 토론
￭ 자기� 비전� 설정

2H

8일
￭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및� 발전계획� 나누기
￭ 종결� 및� 다짐 2H

단계

단계 사유

3

코칭� 기법과� 리더십에� 관한� 강의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습이� 60%

로� 소통� 협력의� 리더십에� 관한� 본인의� 역량을� 분석해보고� 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므로� 3단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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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appy� conflict!

비고

￭ 8회차� 모든� 프로그램에는� 코칭� 과정� 즉� 공식계약,� 사전평가,� 관계� 형성,� 목표설정,�
현실� 파악,� 계획(대안� 탐색,� 실행� 의지� 확인),� 이행,� 평가� 단계를� 거침

￭ 각� 단계에서� 질문,� 경청� 및� 피드백의� 코칭기술을� 적용함
￭ 코칭� 프로그램은� 강의,� 집단코칭(모둠당� 4-5명),� 개별코칭,� 실습� 및� 토의� 등을� 포함
함

￭ 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바라는� 더� 유능하
고�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

￭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현재� 문제에� 초점을� 두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

￭ 미래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인격적� 발달을� 돕는� 과정�

프로그램명 Happy� conflict!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20% 80%

개� � � � 요

￭ 대학생� 시기는� 활발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자�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
는� 시기임

￭ 이� 시기에� 겪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거나�
좌절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1일� 캠프�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소통� 역량과� 갈등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임�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8시간 1일 8시간 8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H

￭ Module� 1:� Nice� to� meet� ME!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그룹� 구성� 및� 자기소개

-� 대인관계의� 중요성� 토의

2H

3~4H ￭ Module� 2:� 최적의� 대안을� 찾아라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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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할극으로� 공감� 능력� Up!

-� 그룹� 활동:� 게임을� 통한� 소통� 역량,� 창의역량� 향상

-� 활동� 피드백

5~6H

￭ Module� 3:� 너와� 나의� 연결고리
-� 자기주도적� 대인관계� 이해� 및� 창의적� 대안� 탐색

-� warm� up:� 2인� 1조� 관찰게임

-� 관계의� 시작,� 경청:� 정서,� 공감하기

-� 그룹� 활동:� 말하기/느끼기/행동하기

-� 활동� 피드백

2H

7~8H

￭ Module� 4:� Happy� conflict
-� 활동을� 통한� 소통� 역량� 함양

-� 갈등경험과� 해결을� 통한� 갈등관리� 능력� 함양

-� 갈등관리?� 어렵지� 않아요:� 갈등이해

-� 그룹별� 자기소개:� 갈등경험� 공유

-� 갈등관리� 유형의� 이해

-� 그룹� 활동:� 우리� 모두의� 반응

-� 최적� 모드� 실습:� 상황과� 최적� 모드

-� 갈등관리� 프로세스

-� 갈등관리� 플래너� 작성

2H

단계

단계 사유

3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여� 소통� 역량을� 키우고� 갈등�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

을� 찾고� 대처하는� 법을� 체득하는� 프로그램이므로� 3단계에� 해당

비고

￭ 1일� 캠프� 형식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7.8월,� 1,2월� 방학� 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함

￭ 모듈� 1에서는� 팀별� 라포를� 형성한� 후�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자신들의� 사례를�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함

￭ 모듈� 2에서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한� 경험을� 하는� 과정으로� 각기� 다른� 대인관
계� 욕구를� 가진� 팀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도록� 함

￭ 모듈� 3에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모듈� 1과� 2의� 활동을� 실제� 상황에�
전이시킬� 수� 있도록� 관찰게임� 형식으로� 진행함.� 관계의� 시작인� 경청� 전략에� 대해�

습득하고,� 공감� 형성� 전략을� 실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연습하는� 과정을� 경험함

￭ 모듈� 4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갈등과� 대처방식에� 대해� 그룹� 논의를�
통해� 갈등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최적화된� 해결안을� 선정하는�

갈등관리� 실습을� 진행함

프로그램명 역할극으로� 공감� 능력� Up!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20% 30% 50%

개� � � � 요
￭ K-CESA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 역할극을� 통한� 공감능력� 향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물� 간의�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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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관련� 의사소통의� 맥락들에� 대한� 이해가� 쉽기� 때문

￭ 교양교육대학� 추천도서� 100선으로� 작품을� 정하여� 진행하는� 이유는� 학교� 도서관에
서� 다량의� 복본을� 보유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손쉽게� 해당� 텍스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임�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5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0일 20시간 1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프로그램� 운영� 및� 소개
-�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오리엔테이션

-� 읽기자료� 소개(교양교육대학� 추천� 명저� 100선)

-� 조원� 간� 친밀도� 높이기

2H

2일

￭ 의사소통의� 정의� 및� 유형� 이해� &� 집단활동을� 통한� 태도� 분석
-�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방식� 소개

-�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 파악하기

-� 일방적/쌍방적� 의사소통의� 차이점� 설명

2H

3일
￭ 경청에� 대한� 개념� 이해
-� 역할극을� 통한� 경청� 이해와� 연습

2H

4일
￭ 관심표현에� 대한� 이해
-� 역할극을� 통한� 관심표현의� 이해와� 연습

2H

5일

￭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정서� 이해
-� 상황에� 따른� 감정� 표현하기

-� 최근� 자신의� 경험� 정서� 이야기하기

2H

6일

￭ 대화와� 공감의� 기본� 개념� 이해
-� 존중/공감/진실성� 있는� 대화� 실습하기

-� 경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 반응인� 공감� 이해와� 연

습

2H

7일

￭ 부정적� 감정에� 대한� 대처� 이해
-� 부정적� 감정이� 느껴질� 때� 대처� 이해와� 연습

-� 분노� 리스트� 만들기

2H

8일 ￭ 정서� 전달법의� 이해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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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책과� 함께하는� 인사이드� 아웃� � �

-� 상대�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자기� 주장하기

-�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 영상� 촬영� 및� 시청� 후� 태도� 이해하기

9일

￭ 의사표현의� 종류� 및� 자신의� 의사표현� 습관� 이해
-� 자와� 상대방의� 의사표현� 습관� 탐색하기

-� 거절� 상황에서� 의사표현� 전략� 연습

2H

10일

￭ 의사표현� 방해요인� 및� 개선방법� 이해�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
이해

-� 의사소통의� 방해요인� 탐색

-� 의사소통의� 방해요인� 제거� 및� 의사표현� 연습

-� 상황에� 따른� 의사표현법� 연습

-� 설득,� 경청,� 논박� 연습

2H

단계

단계 사유

3

본� 프로그램은� 강의� 20,� 참여� 30,� 실습� 50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명저를�

직접� 읽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재현하는� 실습하여�

공감� 역량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3단계에� 속함�

비고

￭ 대학생에게�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이� 주로� ‘읽기와� 쓰기’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점을� 보완하고,� 의사전달과� 공감� 능력을� 향상하여� 인간관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 ‘경청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확대하려는데� 중점을� 둠

프로그램명 책과� 함께하는� 인사이드� 아웃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10%� � � 90%

개� � � � 요

￭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위
한� 프로그램

￭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대인관계에서의� 마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 등을� 스스로� 판단해보는� 기회를� 제공함

￭ 대인관계에� 대한� 회피,� 불안� 등�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을� 함
으로써� 대인관계역량을� 향상할� 수� 있음�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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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5일 10시간 5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신뢰감� 형성/두려움과� 우울� 탐색
-� 집단별� 규칙� 정하기

-� 서약서� 작성하기

-� 여기-지금,� 감정� 인식하기와� 표현하기

-� 시� 내용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과� 우울� 감정� 경험� 탐색하기

-� 소집단� 구성과� 집단별� 자작� 4행시� 쓰기(표현)

2H

2일

￭ 모방시로� 이야기하기/상황극� 만들기와� 연행하기
-� ‘너에게� 묻는다’� 모방적� 시쓰기� 활동

-� 자작� 모방시� 나누기(표현)

-� 대화� 속� 인물에게� 자신의� 우울을� 투사

-� 소집단별� 상황극� 연행하기

2H

3일

￭ 시� 듣고� 이야기� 쓰기/상황극을� 통한� 자아존중감� 고취
-� 능동적� 글쓰기� 활동

-� 이야기로� 4행시� 만들기

-� 텍스트로� 상황극� 채우기

-� 소집단별� 상황극� 연행하기

-� 연행� 상황의� 감정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2H

4일

￭ 우울의� 긍정적� 영향과� 자신의� 강점� 찾기
-� 책을� 통해�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찾기

-� 책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나누기

-�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주었던�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3문장

으로� 쓰고� 나누기

-� 증진된� 자존감을� 통한� 기억과� 경험� 제고� 하기

-�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 스스로� 책임지기

2H

5일

￭ 내가� 바라는� 나/새로운� 출발
-�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글쓰기

-�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 발표하기

-� 자신과� 집단� 정리하기

-� 지난� 회기� 동안� 활동에� 대한� 긍정적� 정서� 되돌리기

-� 집단과� 서로� 나누기,� 소통하기

2H

단계

단계 사유

3

본� 프로그램은� 참여� 100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학� 텍스트를� 읽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성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역량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2단계에� 속함�

비고

￭ 문학치료는� 텍스트를� 읽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화할� 기회를� 갖
게� 됨

￭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감정을� 여과시키는� 정화� 능력,� 새로운� 통찰� 능력을� 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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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탐구� 역량� 신규� 프로그램� � �

1)� 대학생활과� 자기주도� 학습

데� 효과적

￭ 문학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나� 느낌을� 자극하여� 일깨움
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자신감� 결여와� 열등감� 등으로�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한�
대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프로그램명 대학생활과� 자기주도� 학습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70% � 30%

개� � � � 요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생활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사회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전략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20%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7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자기효능감

1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5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8일 16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주 ￭ 프로그램� 소개� 및� 자기조절� 학섭전략� 조사 2H

2주 ￭ 두뇌의� 구조와� 기능;� 두뇌� 기능의� 활성화 2H

3주
￭ 효과적인� 학습과� 기억의� 원리
-� 기억술� 활용� 사례

2H

4주 ￭ 유능한� 독자들이� 사용하는� 읽기� 전략� 및� 읽기� 단계� 전략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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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트필기� 어디까지� 해봤니?

-� 읽기� 활동에� 대한� 자기� 점검� 및� 자기� 문제에� 대한� 개선점�

찾기

5주 ￭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쓰기� 전략과� 지식 2H

6주

￭ 동기�
-� 성취� 목표� 지향,� 보상의� 효과,� 자기효능감,� 만족의� 연기� 내용

이� 담긴� 실제� 사례� 살펴보기

2H

7주
￭ 인지� 전략과� 상위인지� 전략� 점검� 및� 지식기반� 사회의� 평생학
습자로� 살아가기� 위한� 집중� 및� 시간관리� 방안

2H

8주

￭ 스트레스� 발생� 원인� 및�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안
￭ 자기조절� 학습전략� 질문지를� 통한� 사후검사와� 프로그램에� 대
한� 의견조사

2H

단계

단계 사유

2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의� 수업과� 오프라인의�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지식

탐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비고

￭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의� 수업과� 오프라인의� 학습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으
로� 실행될� 수� 있음.� 온라인상의� 수업은� 강의� 및� 강의� 관련� 매체를� 수강하는� 방식

을� 취하며,� 오프라인상의� 수업은� 조별� 활동으로� 이루어짐�

프로그램명 노트필기� 어디까지� 해봤니?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70% � 30%

개� � � � 요

노트필기를�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노트필기� 방법을� 구성하고,� 꾸준한�

적용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임.� 노트필기�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이� 자

신의� 노트필기� 행동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전략,� 주의력,�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임�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20%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7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1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10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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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동하는� 디지털북� 만들어� 보기�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1.5시간 6일 9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노트필기� 훈련� 프로그램� 소개
-� 노트필기�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 진행방식� 설명

-� 노트필기의� 중요성

-� 학습전략� 및� 주의력� 검사의� 사전검사� 시행

1.5H

2일

￭ 노트필기� 분석�
-� 자신의� 노트필기� 방법� 평가

-� 노트필기� 순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 노트� 배부� 및� 노트� 방법� 안내

1.5H

3일

￭ 단서칸� 활용법
-� 단서칸� 활용방법� 익히기

-� 질문� 만들기,� 핵심단어,� 용어� 적기

1.5H

4일

￭ 정리칸� 활용법
-� 노트필기에� 필요한� 교수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단서� 파악하

기

-� 정보의� 구분(주요/주변,� 구정보/신정보)

-� 약어와� 기호� 사용하기

1.5H

5일

￭ 다양한� 노트필기� 방법� 익히기
-� 맵핑법,� 아웃라인법,� 문단법,� 대비법� 요약칸� 활용하기

-� 수업� 후� 내용� 보충하기,� 내용� 조직화하기

-�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기

1.5H

6일

￭ 마무리
-� 노트� 검사와� 피드백� 제공

-� 노트필기� 전략� 수정ㆍ보완하기

-� 노트필기� 체크리스트� 작성

-� 학습전략� 및� 주의력� 검사의� 사후검사� 실시

1.5H

단계
단계 사유

2 특강과� 실습을� 겸비한� 비교과� 프로그램

비고

프로그램명 생동하는� 디지털북� 만들어� 보기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70% � 30%

개� � � � 요 재미있고� 호기심� 넘치는� e-book,� 전자책,� 학습용� 게임을� 만들어� 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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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이� 자투리� 시간관리법� � �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20%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 정보기술의� 활용 7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1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

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3일 9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디지털� 북� 제작� 입문� 및� 저작� solution� 구성과� 사용법
-� 디지털북� 저작� 도구� 사용법

-� 북� 디자인과� 편지� 도구� 조작법

-� 텍스트� 문서� 편집기� 사용법

-� 이미지� 및� 동영상� 표시기� 사용법

-� 따라� 하기만� 하면� 저절로� 학습되는� 효과(예제:� 동화책� 강아

지와� 독수리)

3H

2일

� ￭ 디지털북� 완성해서� 오픈마켓에� 등록하기
-� 예제,� “어린어� 영어� 교재� 동물농장”� 디지털북� 제작� 실습

-� 영문� 음성� 출력과� 텍스트� 마스킹� 구현

-� 각종� 동물� 동작과� 사운드� 출력� 처리

-� 음성� 인식과� 음성� 명령에� 따른� 동작

-� 디지털북� 제품� 패킹과� 오픈마켓� 등록

3H

3일
� ￭ 디지털북의� 활용과� 성공전략
-� 디지털북으로� 만들� 대상과� 그� 효과

3H

단계
단계 사유

2 디지털� 북� 제작의� 입문� 과정으로� 특강과� 실습을� 병행�

비고
￭ 강의를� 듣고,� 살아� 생동하는� 듯한� 디지털북의� 형태로� 교육� 교재,� 참고서,� 문제지,�
잡지들을� 예제를� 따라� 직접� 제작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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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수정이� 자투리� 시간관리법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60% � 40%

개� � � � 요

대학생활� 성패를� 좌우하는� 시간관리� 방법에� 대한� 강의에� 더하여� 개인별� 또는� 조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작성한� 시간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음�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10%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6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자기효능감

3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신입생

참여인원 10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0일 20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방식� 개관

-� 프로그램� 개요� 설명,� 참여� 동기� 발표를� 통한� 관계� 형성

-� 사전검사,� 시간� 사용� 분석� 과제

2H

2일

￭ 시간� 사용� 분석
-� 시간� 활용� 실패� 파악과� 원인� 분석

-� 시간� 활동� 기록(평일,� 주말)� 발표

-� 시간관리� 실패� 원인� 탐색과� 자기분석,� 개선하고� 싶은� 시간�

찾기

2H

3일

￭ 목표설정
-� 장기목표와� 단기목표� 설정(조별� 작업과� 피드백)

-� 목표달성� 방법,� 계획� 세우기와� 기록방법

2H

4일

￭ 우선순위
-� 우선순위의� 필요성과� 자신의� 시간관리� 유형� 찾기

-� 중요도� 및� 긴급도� 이해와� 할� 일� 목록에서� 구분하기

2H

5일 ￭ 지연� 행동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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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적� 지연� 행동에� 대한� 이해

-� 현재� 미루고� 있는� 과제나� 일� 탐색

-� 지연� 행동의� 원인(내적,� 외적� 원인)과� 해결� 방법(마감� 시간,�

과제� 나누기)

6일

￭ 지연� 행동� 개선
-� 학업적� 지연� 행동� 극복전략

-� 과제와� 공부� 범위� 정하기(조별� 작업과� 토론)

-� 과제와� 공부� 범위� 실천� 가능성에� 대한� 피드백

2H

7일

￭ 시간관리� 전략� I
-� 시간관리� 전략과� 의지� 통제� 전략

-� 시간관리� 방해� 습관� 찾기

-� 목표와의� 연계,� 잘� 지켜지지� 않는� 계획� 찾기

-� 의지� 통제(인지,� 동기,� 정서,� 환경� 통제)� 전략� 소개

2H

8일

￭ 시간관리� 전략� II
-� 계획된� 일의� 소요시간과� 난이도� 파악하기(조별� 작업� 및� 피드

백)

-� 시간관리� 방해요인� 관리,� 자투리� 시간� 활용법

-� 의지� 통제(인지,� 동기,� 정서,� 환경� 통제)� 전략� 활용

2H

9일

￭ 시간관리� 실습
-� 시험대비� 시험계획� 세우기(조별� 작업� 및� 피드백)

-� 시간관리� 성공을� 위한� 자기� 강화� 전략(동기화를� 위한� 강화방

법� 공유)

2H

10일

￭ 마무리
-� 프로그램� 정리와� 성과� 발표하기

-� 만족도와� 사후검사� 실시

2H

단계

단계 사유

3
학습자중심의� 활동을� 강조해� 프로그램� 진행은� 강의보다� 개별� 또는� 조별� 활

동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

비고

￭ 프로그램� 제안� 이유:� 대학생의� 학습� 기술� 활용� 실태� 및� 학습� 기술� 훈련에� 대한� 요
구� 조사에서� ‘시간관리’� 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대학생활� 성

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시간관리가� 지적됨�

￭ 학습자중심의� 활동을� 강조해� 프로그램� 진행은� 강의보다� 개별� 또는� 조별� 활동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

￭ 시간관리� 훈련� 프로그램의� 선행연구에서� 학생이� 계획이나� 목표설정은� 잘하지만,� 수
행이나�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함

￭ 전문가� 피드백에� 따라� 본� 시간관리� 활용� 프로그램에서는� 시간관리� 계획과� 실천에�
대한� 피드백을� 나눔�

￭ 학생� 스스로� 시간관리� 계획� 및� 실행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성찰� 보고서� 작성을� 시
도해볼� 필요가� 있음.� 즉� 3회기,� 6회기,� 9회기� 후� 학생이� 시간관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생활의� 변화와� 반성,� 개선안� 등을� 기록한� 성찰� 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토록�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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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die� Publishing� 도전하기

프로그램명 Indie� Publishing� 도전하기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50% � 50%

개� � � � 요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출판기획과� 제작� 및� 유통에� 관하여,�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독

창적인� 생각으로� 자유롭게� 스스로� 책을� 발간해� 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출판� 기회,�

편집,� 문화� 콘텐츠의� 상품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30%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 정보기술의� 활용 6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1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2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7일 21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출판기획과� 원고개발
-� 편집기획,� 기초부터� 완성까지

-� 기획� 인사이트� &� 실행력� UP

-� 메시지� 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그리고� 북디자인

3H

2일 ￭ 편집� 기초� 실무 3H

3일

￭ 전자책� 편집과� 실습
-� 전자출판의� 개요

-� 전자출판물� 표준� 포맷� EPUB

-� EPUB� 전자책� 제작� 실습

3H

4일

￭ 출판제작공정� 프로세스� 이해와� 분석
-� 종이� 활용법

-� 인쇄기법� 이해하기

-� 제책의� 다양성� 분석

-� 후기공

-� 출판제작의� 이해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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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의융합� 역량� 신규� 프로그램�

1)� 창의적� 인물과의� 만남� 특강�

-� 출판물� 원가� 분석

5일 ￭ 출판� 유통과� 거래처� 관리 3H

6일

￭ 출판� 마케팅과� 홍보
-�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 온라인� 홍보� 및� SNS� 채널� 관리

3H

7일

￭ 출판비즈니스와� 경영
-� 출판� CEO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

-� 출판등록부터� 사업자� 등록� 사무관리와� 지원제도

-� 출판� 저작권의� 모든� 것

-� 창업� 사례

3H

단계

단계 사유

4

본� 프로그램은�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출판� 창업� 및� 출판인� 양성

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강의를� 들은� 후� 직접� 출판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프로그램임

비고 ￭ 출판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프로그램임� � �

프로그램명 창의적� 인물과의� 만남� 특강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70% � 30%

개� � � � 요

초청자� 강연(작가� 또는� 영화감독,� 아티스트)을� 통해� 창작능력을� 배양하고,� 실전에� 적

용하여� 취업� 준비� 또는� 대회출품� 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음.� 초청� 강사의� 강연과�

Q&A로� 진행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효과적인� 의사전달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3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60%

예술감성 ￭ 심미적� 자기표현과� 창조 1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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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 캡스톤디자인� 특강(아이템� 발굴� 및� 팀� 빌딩)

참여인원 10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일 2시간 4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H
초청자� 강연과� Q&A

(초청자에� 따라� 강의내용이� 다름)
2H

단계

단계 사유

1

본� 프로그램은� 초청� 강사의� 강연과� Q&A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핵심

역량의� 기본개념과� 관심� 및� 흥미를� 유발하고,�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역량

인지에� 해당하여� 1단계에� 속함�

비고

￭ ①� 작가를� 초청하여� 매력적인� 글쓰기� &� 시나리오� 특강� /� ②� 영화감독� 또는� PD를�
초청하여� 디렉팅� 특강� /� ③� 팝아티스트를� 초청하여� 팝아트를� 통한� 발상의� 전환� 특

강� 등으로� 진행함

￭ 초청강연자의� 강연을� 듣는� 동안� 강연내용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들의� 사고유형
이나� 습관� 등의� 관찰학습�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프로그램명 융합� 캡스톤디자인� 특강(아이템� 발굴� 및� 팀� 빌딩)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70% 30%

개� � � � 요

융합� 캡스톤디자인은� 다양한� 전공을� 크로스� 리스팅하여�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 제작하는� 창의적� 종합설계� 활동임.� 지식융합을� 통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이템� 발굴� 및� 팀� 빌딩을� 학습하는� 특강으로� 진행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10%

지식탐구
￭ 전문� 지식과� 기술의� 탐구
￭ 정보기술의� 활용 2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7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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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gital� Mindmap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일 2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H 융합� 캡스톤디자인� 특강(아이템� 발굴� 및� 팀� 빌딩) 2H

단계

단계 사유

1

본� 프로그램은� 아이템� 선정� 프로세스와� 팀� 빌딩의� 필요성� 및� 원칙� 등을� 특

강�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융합�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기초� 지식과� 관심을�

유발하는� 역량인지� 단계로서� 1단계에� 속함�

비고

융합� 캡스톤디자인은� 다양한� 전공의� 각기� 다른�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새로

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식의� 과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

합한� 제품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학제�

간� 기술ㆍ융합사고ㆍ지식을� 갖춘� 창조적� 인재� 양성의� 목표를� 지님.� 캡스톤디자인이�

공학� 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비해� 융합� 캡스톤디자인은� 계열� 구분�

없이� 다학제로� 이루어져�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에� 효과적임.� 융합�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습득과� 관심을� 유발하는� 제1차� 특강으로� 운영함

프로그램명 Digital� Mindmap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30% 30% 40%

개� � � � 요

￭ 본� 프로그램은� 디지털� 마인드맵� 활용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워크숍으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및�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임

￭ 성공을� 위한� 생각� 정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마인드맵은� 기본적인� 개념과� 기능에
서부터� 모바일을� 활용하여� 실습해보는� 연계�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워크샵

￭ ThinkWise�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사고능력� 향상,�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
고,� 창의적인� 사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습형

￭ 마인드맵은�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하좌우의� 구조� 속에서� 정보를� 표현하
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 즉,� 사고능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핵

심어� 위주로� 나열해보고� 복잡한� 생각과�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창의

적인� 발상� 도구로�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사고를� 가능하게� 도와줌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4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6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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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적� 문제해결� Design� Thinking� 방법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

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일 2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H � ThinkWisePQ를� 활용법� 소개� 및� 개별� 마인드맵� 만들기 2H

단계

단계 사유

1

￭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고� 및� 다양한� 아이이
디어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습형� 프로그램

￭ ThinkWise� 디지털� 마인드맵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워크숍� 시
간에� 브레인스토밍,� 기획,� 학습� 등에� 활용해보는� 과정에� 참여함�

비고 학기당� 1회� 운영

프로그램명 창의적� 문제해결� Design� Thinking� 방법론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100%

개� � � � 요

본� 프로그램은� 학생의� 직관적� 사고나� 분석적� 사고� 어느� 한쪽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사고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혁신� 창출의�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과

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의� 혁신�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방법론임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2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8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 10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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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적� 사고를� 위한� 생각� 도구

2시간 1일 2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H
Design� Thinking의� 개념과� 방법론을� 배우며� 다양한� 문제해결�

사례를� 듣고� 이해함�
2H

단계

단계 사유

1

강의형�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는� 디자인� 씽킹의� 기본적인� 방법인�

시각화를� 위한� 비주얼� 씽킹에� 대한� 소개와� 단계별� 바양한� 방법론� 소개� 및�

국내외� 실무사례를� 통해� 디자인� 씽킹에� 관한� 이해와� 방법론에� 대해� 이해함

비고
￭ 1일� 2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 가능�
￭ 학기당� 1회� 운영

프로그램명 창의적� 사고를� 위한� 생각� 도구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30% 20% 50%

개� � � � 요

모든� 일에� 도구가� 필요하듯이�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도� 사고의� 도구가� 필요함.� 창의적�

인물들이� 활용하는� 창의적� 사고� 도구� 중� 관찰,� 시각화,� 추상화,� 유추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실습으로� 진행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효과적인� 의사전달 1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70%

예술감성
￭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 심미적� 자기표현과� 창조 2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4일 12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관찰,� 내� 안의� 더듬이� 깨우기(창조과정에서의� 관찰의� 중요성� /�

오감� 탐구하기� /� 친숙한� 사물� 낯설게� 하기)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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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만의� 파워포인트� 템플릿� 만들기

2일
시각화,� 생각을� 그리는� 기술(시각화에� 대해� 알기� /� 이미지로� 표

현하기� /� 상상을� 통한� 명화의� 재구성
3H

3일
추상화,�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는� 남고(추상에� 대해� 알기� /� 추상

의� 방법:본질과� 제거� /� Poety-writing,� 광고� 제작하기)
3H

4일

유추,� 내� 창의성의� 나비효과(유추에� 대해� 알기� /� 유추의� 방법:연

상,� 연결,� 모방� /� 연상과� 은유를� 통한� 스토리텔링� /� 강제연결법

을� 통한� 신제품� 개발)

3H

단계

단계 사유

2
본� 프로그램은� 핵심역량� 관련� 기초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간단한� 실습을�

통해�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2단계에� 속함� �

비고

일반적으로� 창의적� 발상의� 도구의�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확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 기법을� 의미함.� 확산적� 사고기법은� 아이디어를� 많이� 다양하게,�

그리고� 독특하게� 생성해� 내기� 위한� 기법으로� 집단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됨.� 집단용으

로는� 브레인스토밍� 유형,� 체크리스트� 법,� 속성열거법,� 형태분석법,� 강제연결법,� 육색사

고모� 등이� 있으며,� 개인용으로는� 유추� 이용기법,� 심상과� 상상� 이용기법,� 연상� 이용기

법� 등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개인용� 확산적� 사고기법으로는� 시네틱스(synectics)와�

마인드맵(mind� map)� 등이� 있음.� 참여� 대상과� 배양역량에� 따라� 생각� 도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프로그램명 나만의� 파워포인트� 템플릿� 만들기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10% � 30% 60%

개� � � � 요

파워포인트� 템플릿� 제작� 실습으로� 나만의� 개성있는�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만들어� 학

기� 중� 발표� 수업에서� 활용해보고,� 나아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위한� 시험대비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지식탐구 ￭ 정보기술의� 활용 20%

창의융합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50%

예술감성 ￭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20%

자율실천 ￭ 열정과� 도전의식 1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25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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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의� 창의성은� 어디에?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1일 3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H

￭ 색상� 테마� 고르기
￭ 슬라이드� 마스터� 기초� 다지기
￭ 표지� 슬라이드� 만들기
￭ 목차� 슬라이드� 만들기
￭ 내용� 슬라이드� 만들기
￭ 마스터� 마무리� 작업하기
￭ 완성된� 템플릿� 발표하기

3H

단계

단계 사유

2

본� 프로그램은� 핵심역량� 관련� 기초적인� 지식� 및� 기능을� 바탕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제작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으로� 역량개발단

계인� 2단계에� 속함

비고

￭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강
사� 한� 명과� 보조강사� 1~2명이�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클래스� 크기로� 진행

됨� �

￭ 각자가� 만든� 완성된� 템플릿을� 발표해� 보도록� 함으로써�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
고�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짐

프로그램명 나의� 창의성은� 어디에?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 40% 30% 30%

개� � � � 요

자신의� 창의성을� 발견해보고� 끌어내기� 위해� 창의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파일을� 진단하며� 이를� 토대로� 창의적� 사고기법의�

실습해봄�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10%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2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5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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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신� 스마트메이커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재학생

참여인원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4일 8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창의성의� 다양한� 색깔� 알아가기
￭ 창의성� 본질의� 이해 2H

2일

￭ 나도� 모르는� 나의� 창의적� 성향� 발견하기�
￭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성향� 인식,� 창의적� 성향에� 대한� 이해� 및�
자신의� 창의적� 성향� 발견�

2H

3일

￭ 창의적� 문제해결,� 파헤치기�
￭ 심리검사를� 통한� 자신의�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파일� 진단
￭ 창의적� 사고기법� 실습�

2H

4일

￭ 자신에게� 몰입하기
￭ 창의적� 삶과� 몰입,� 몰입의� 조건,� 심리검사를� 통한� 강점재능영
역� 탐색� 및� 자신의� 몰입� 경험� 공유

2H

단계

단계 사유

2
강의형이� 40%로�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고 학기당� 1회� 운영

프로그램명 성신� 스마트메이커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30% 30% 40%

개� � � � 요

2시간� 동안�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창의적인� 앱을� 직접� 만들어� 사용

하는� 프로그램.� Android와� iOS환경�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일반� PC의� Windows�

환경에서도� 호환되는� 크로스플랫폼� 제작� 프로그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20%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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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20% 20% 60%

개� � � � 요

본�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해� 보는� 일련

의� 과정을� 실습해봄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다양한� 창의적� 사고기법을� 익힐� 수� 있음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지식탐구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 정보기술의� 활용 30%

￭ 정보기술의� 활용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융합적� 문제해결

30%

예술감성
￭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 심미적� 자기표현과� 창조 10%

자율실천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2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6시간 2일 6시간 4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스마트메이커의� 구성과� 사용방법을� 강사가� 제시하는� 예제를� 따

라� 하면서� 학습
3H

2일
스마트메이커를� 활용하여� 강사의� 지시에� 따라� 직접� 실습하며� 창

의적인� 자신만의� 앱을� 제작(예제,� “나만의� 맛집� 관리� 정보“)
3H

단계
단계 사유

2단계 강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만의� 앱을� 만들어� 보는� 실습형� 프로그램�

비고
개인� 스마트폰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Android와� iOS� 운영체제에� 따라� 따로� 특강

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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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활� 속의� IoT�

프로그램명 생활� 속의� IoT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30% 20% 50%

개� � � � 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IoT(Internet� of� Things)� 기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7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창의성� 관련� 프로그램� 이수�

학생(예:창의적� 사고를� 위한� 생각� 도구)

창의역량� 심화� 단계로서� 창의성� 기초단계의�

교육이� 필요함

참여인원 � 2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4시간 2일 8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문제발견하기(문제에� 대해� 이해하기/문제발견하기/The� 3Why와�

Drawing� the� Problem)
4H

2일

아이디어� 생성하기(Hot� Potato� Brainstorming/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장려하는� 질문들/Brain-writing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PCA와� ALoU)

2H

아이디어� 실행하기(실행계획의� 방법/창의적인� 성향의� 중요성

/CPS의� 단계� 정리활동)
2H

단계

단계 사유

3

본� 프로그램은� 핵심역량� 관련� 핵심적인�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일상생

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응용하여� 해결방법을� 집중� 실습을� 해� 심화하는� 단

계로서� 3단계에� 속함

비고

아이디어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데는� ALoU� 도구가� 유용함.� ALoU란� 장점

(advantages),� 제한점(limitations),� 극복방법(overcome),� 독특한� 질(unique�

qualities)에� 대해� 탐색하는� 것임.� 모든� 아이디어를� 사용하거나� 실행할� 수� 없을� 때,�

몇� 개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PCA� 도구가� 유용함.� 모든� 가능성의� 순열조합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서,� 가능성의� 수가� 적거나� 비교해야� 할� 쌍의� 수가� 많이� 증가해� 혼

란스러울� 때� 사용할� 수� 있음(조연순ㆍ성진숙ㆍ이혜주,� 『창의성과� 교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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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간단한� C언어� 코딩을� 해� 보는� 수업임.� 생활� 속의� 소형� IoT기기에� 삽입되는� 다채

로운� 센서들의� 실제� 모양과� 크기를� 알아보고,� 이러한� 센싱�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세

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형인� 8bit� 컴퓨터인� 아두이노를� 연계해보는� SW� 및� HW

소양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창의� 수업임.� 저렴하고� 이해가� 쉬운� 수위경고센서와� 장

애물인지� 센서를� 활용한� 2개의� 실습을� 기획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지식탐구
￭ 전문� 지식과� 기술의� 탐구
￭ 정보기술의� 활용 30%

창의융합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융합적� 문제해결 7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6일 18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아두이노와� IoT에� 대한� 설명
￭ 아두이노� 개발� 환경� 설치
￭ 크롬브라우져와� 아두이노� 플러그인� 설치
￭ 아두이노� 사이트� 회원가입�

3H

2일 ￭ 미리� 코딩된� C언어를� 기반으로� 예제� 실습 3H

3일

￭ 브랜드보드,� 센서,� 아두이노� 등을� 연결하는� 기초� 전자공학� 강
의�

￭ 센서� 동작에� 이론� 강의
3H

4일

￭ 2일차에� 실행해본� IoT� 기기들에� 사용된� C언어에� 소개
(Phython과의� 비교)

￭ C언이� 코딩강의� 및� 실습
3H

5일

￭ 코딩의� 의미를� 이해하고� 본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코딩� 변경�
및� 응용

￭ IoT기기� 아이디어� 개발� 및� 코딩� 응용
3H

6일 ￭ IoT기기� 아이디어� 발표회� 3H

단계

단계 사유

4
총� 15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으로� C언어를� 활용한� 기본� 예제를� 실습해보

고,� 아이디어로� 개발해내는� 수업

비고 IoT에� 활용되는� 센서는� 수업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시중의� 정식�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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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nno� School� 프로젝트

는� 고가이므로� 동일성능의� 중국산� 저가의� 아두이노� 카피본(약� 4400원/개)� 등을� 활용

하여� 키트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음,�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습�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프로그램명 Inno� School� 프로젝트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10% 20% 60% 10%

개� � � � 요

Inno� School이란� 자신이� 속한� 전공의� 학습내용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나� 새로운� 이슈

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해� 보는� 팀� 프로젝트임.� 8주간의� 팀� 활동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산출물

이� 제출되어야� 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10%

소통협력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10%

지식탐구 ￭ 정보기술의� 활용 1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60%

자율실천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1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각� 팀당� 멘토� 대학원생� 1명� 포함

참여인원 � 40명(4명� ×� 8팀,� 대학원생� 8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8주차 16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주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프로젝트� 일정� 및� 유의사항/창의력,� 의

사소통능력� 등� 프로젝트� 관련� 역량� 워크숍)
2H

2~7주 각� 팀� 활동� 모임(주차별� 각� 팀� 활동보고서� 작성) 12H

8주 각� 팀� 활동� 보고회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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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igital� Studio� �

단계

단계 사유

4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통

해� 컴퓨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역량,� 팀� 활동을� 통한� 네트워킹� 역량,� 경험

적� 활동을� 통한� 인지적� 유연성� 역량과� 함께� 창의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

하는� 역량발현� 단계로서� 4단계에� 속함�

비고

￭ 마이크로� 스쿨� Inno� School:학교� 안� 학교로� 새로운� 학습� 도구와� 전략으로� 학교에�
새로운� 교육모델을� 작은� 단위에서� 적용하는� 교육� 혁신� 아이디어임

￭ 프로젝트� 운영
-� ①� 팀당� 4명으로� 전공� 혼합하여� 구성하고,� 각� 팀은� 멘토로� 대학원생� 한� 명을� 포

함하여� 진행함

-� ②�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에� 모든� 팀원� 참석하여야� 함

-� ③� 과제� 분야는� 자신의� 전공에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고,�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함

-� ④� 팀� 활동은� 최소한� 6회� 이상� 모임을� 가지며� 모임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⑤� 다양한� 전공지식이� 충분히� 활용� 및� 적용이� 된� 문제해결과정과� 산출물을� 반드

시� 제시해야� 함

-� ⑥�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으로� 구성되어�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방

학� 기간을� 이용하여� 운영함

프로그램명 Digital� Studio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10% 30% 60%

개� � � � 요

￭ 본� 프로그램은� 디지털� 영상제작� 및� 편집에� 관한� 이론� 및� 실제� 기술을� 배우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으로� 기초부터� 심층적인� 기술까지� 다양한� 사례� 설명과� 제작을� 학습

함

￭ 1인� 미디어� 시대에� 1인� 방송의� 보편화로� 동영상� 콘텐츠� 제작의� 생산과� 공유가� 더
욱� 자유로워져� 1인�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

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참여학습자가�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영상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영상을� 제작� 후� 발표하는� 프로그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 전문� 지식과� 기술의� 탐구
￭ 정보기술의� 활용

1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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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BL(Project-Base� Learning)� 나눔봉사� 프로그램� �

￭ 융합적� 문제해결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 자기효능감

4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 2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4일 12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이론강의:� 영상제작에� 관한� 이론적� 배경� 강의 3H

2일 ￭ 촬영:� 외부� 촬영을� 통한� 촬영기술� 습득� 3H

3일 ￭ 편집:� 촬영영상� 편집을� 통해� 자신만의� 영상� 제작� 3H

4일 ￭ 발표:� 개별� 작품� 발표 3H

단계

단계 사유

4

이론과� 실습을� 통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마지막� 과정에서� 발표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 피드백� 제공

참여시간이� 12시간� 이상의� 학습시간과� 학습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

상� 관련� 기술력이� 요구되며�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비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집중� 수업으로� 이루어짐으로� 1인� 교수자가� 많은� 학습자를� 다루기�

어려우며� 장시간의�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불성실한� 참여자는� 다른� 학습자의� 학

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 20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집중코스로� 운영�

프로그램명 PBL(Project-Base� Learning)� 나눔봉사� 프로그램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30% 60% 10%

개� � � � 요
프로젝트� 학습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을� 접목한� 봉사활동� 기획� 및� 운영방안� 프로그

램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융합적� 사고를� 배양하는� 프로그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2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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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자율실천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1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 5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0일 20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전체� 팀� 소개 2H

2일

￭ 프로젝트� 기획
-� 사회적� 이슈� 탐색� 및� 문제점� 찾아보기�

-� 브레인스토밍

2H

3일

￭ 프로젝트� 연구� 1
-� 사례연구

-� 현실적� 문제조사�

2H

4일

￭ 프로젝트� 연구� 2
-� 사례연구

-� 현실적� 문제조사�

2H

5일
￭ 프로젝트� 문제점� 해결방안� 1
-� 토론을� 통해� 프로젝트�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 도출�

2H

6일
￭ 프로젝트� 문제점� 해결방안� 2
-� 토론을� 통해� 프로젝트�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 도출

2H

7일
￭ 프로그램� 수행� 1
-�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

2H

8일
￭ 프로그램� 수행� 2
-�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

2H

9일 ￭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제작� 2H

10일 ￭ 전체� 프로젝트� 최종� 발표� 2H

단계

단계 사유

4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

융합적� 아이디어로� 많은� 활동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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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신� 크리에이터

비고

￭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는� 소외된� 곳,� 소외된� 집단� 등을� 찾아� 문제점과� 해결(개선방
안)을� 연구,� 조사하며�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제안함�

￭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계획한� 프로그램(예를� 들면,� 차시별� 수업계획서)과� 프로그램�
수행과정,� 수행� 결과,� 봉사� 대상자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한� 학기� 동안�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
￭ 학기당� 1회� 운영

프로그램명 성신� 크리에이터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20% 20% 60%

개� � � � 요

￭ 개인이� 초기� 방송준비� 단계부터� 기획� 및� 제작� 유통방법까지� 순차적으로� 학습하여�
전문적인� 1인� 크리에이터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좋은� 카메라와� 장비가� 없더라도,� 영상�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실습

￭ 취미나� 수입을� 위해� 유튜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제
작하는� 법,� 채널� 운영과� 수익모델� 만드는� 노하우� 등을� 교육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80%

예술감성

￭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 문화적� 통찰과� 창조

2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2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8일 16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유튜브� 소개,� 본인의� 채널을� 기획하고� 설정하기
-� 채널� 설정,� 동영상� 업로드,� 효과적� 브랜딩� 방법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2H



비교과� 교육과정(안)� ▸▸

183

        

         

2일

￭ 채널생성과� 관리에� 대한� 이해
-� 촬영� 전�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위한� 계획수립

-� 아이디어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2H

3일

￭ 이미지,� 음향,� 영상� 등� 방송에� 접목할� 시� 저작권,� 콘텐츠� 저작
권에� 대한� 이해�

-�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촬영� 도구

-� 효과적인� 조명� 사용법

-� 전문적인� 음향� 녹음법의� 이해�

2H

4일
￭ 영상� 촬영� 및� 편집에� 필요한� 툴� 학습
-� 편집� 툴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실습�

2H

5일

￭ 유튜브에� 필요한� 방송편집� 학습1
-� 창의적� 형식,� 실시간� 스트리밍� 제작� 계획,� 실행� 방법� 등� 실

습

2H

6일

￭ 유튜브에� 필요한� 방송편집� 학습2
-� 실시간� 스트리밍� 학습

-� 새로운� 360도� 동영상과� 가상현실� 등� 고급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팁과� 전략

2H

7일

￭ 자막� 및� 음향� 편집�
-� 글로벌� 채널� 만들기:� 유튜브� 번역� 도구에� 대한� 지식과� 전략

으로� 글로벌� 채널로� 확장

-�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 활용:� 영상에� 음향� 삽입� 실습

2H

8일

￭ 유튜브� 비즈니스� 구축
-� 유튜브로� 수익� 창출하기�

-� 광과� 이외의� 수익� 창출� 방법(Super� Chat,� 채널� 멤버십,� 상

품� 통합� 등)

-� 유튜브에서� 비즈니스� 구축:� 비전� 설정,� 브랜드� 프로모션� 및�

광고,� 팀� 구성

-� 브랜드� 협찬� 등�

2H

단계

단계 사유

4

크리에이터로서� 기획부터� 영상제작,� 시나리오� 작성� 및� 방송� 운영� 등� 전반

적인� 모든� 과정이� 학습자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학습으로� 높은� 창

의융합역량이� 요구됨

비고

￭ 유튜브� 1인� 방송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 유튜브� 편집에� 필요한� 틀과� 영상� 편집에�
필요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기종� 등을� 배우며�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최소한�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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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술감성� 역량� 신규� 프로그램�

1)� 영혼� 살찌우기(클래식� 인문학� 특강;� 클래식,� 시대를� 담다)

        

2)� 디자이너와� 함께� 보는� 디자인� 전시

프로그램명 영혼� 살찌우기(클래식� 인문학� 특강;� 클래식,� 시대를� 담다)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100%

개� � � � 요
그� 당시의� 역사,� 철학,� 문화,� 종교를� 살펴봄으로써� 클래식� 음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해주는� 특강� 형태의� 감상과� 이론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예술감성

￭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 문화적� 통찰과� 창조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10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2일 4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1H:� 바로크� 음악(종교개혁과� 바흐)

2H:� 고전주의� 음악(프랑스� 혁명과� 베토벤)
2H

2일
3H:� 낭만주의� 음악(빈체제와� 슈베르트)

4H:� 20세기� 음악(스탈린과� 쇼스타코비치)
2H

단계

단계 사유

1
개념� 소개� 및� 단순� 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예술감성� 역량

을� 인지하는� 단계

비고

프로그램명 디자이너와� 함께� 보는� 디자인� 전시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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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탐사:� 건축가의� 눈

개� � � � 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이슈에� 대해� 디자인� 중심으로� 풀어내는� 국내� 디자인� 전시

회를� 함께� 감상하는� 프로그램.� 디자이너와� 질의� 응답할� 기회� 제공하며� 자유롭게� 토론

함으로써� 예술과� 디자인�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 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10%

예술감성

￭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 문화적� 통찰과� 창조

9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2일 6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전시회� 관람� 및� 디자이너와의� 대화� 3H

2일 라운드테이블� 진행:� 후기� 공유� 3H

단계

단계 사유

１

개념� 소개� 및� 단순� 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예술감성� 역량

을� 인지하는� 단계로� 디자인� 전시� 관람과� 전문디자이너의� 설명으로� 소비문

화와�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향상할� 수� 있음�

비고 2020서울디자인페스티벌,�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매해� 프로그램� 변경� 가능

프로그램명 � 도시탐사:� 건축가의� 눈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 30% 30% 40%

개� � � � 요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가와� 함께� 토론하고� 만드는� 활동� 위주의� 학습으로� 우리를� 둘러

싼� 건축과�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프로그램.� 나를� 둘러싼� 도시� 주변을� 답사,� 기록해�

보고� 장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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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전,� 미디어� 아티스트!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구
￭ 정보기술의� 활용

30%

예술감성

￭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 문화적� 통찰과� 창조

7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3시간 5일 15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오리엔테이션 3H

2일

￭ 강연:� 건축과� 문화� �
-� 최근� 건축과� 도시� 담론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건축가와�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는� 시간

3H

3일

￭ 활동:� 도시탐사�
-� 성북구� 주변을� 답사,� 건축물은� 물론� 도시적� 맥락을� 통해� 지

역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고� 도시계획의� 기술과� 도시� 관

찰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

3H

4일

￭ 제안:� 도시에� 필요한� 건축물
-� 미래의� 가능성을� 만드는� 시민으로서� 도시에� 관심� 두고,�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탐사한� 도시가� 필요로� 하는� 공간/건축물을�

기획하는� 데� 참여

3H

5일 ￭ 토론� 및� 발표 3H

단계

단계 사유

2
핵심역량� 관련� 기초�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고� 간단한� 실습으로� 예술감성�

역량을� 발달시키는� 단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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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도전,� 미디어� 아티스트!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30% 30% 40%

개� � � � 요

우리에게� 필수품� 이상의� 존재가� 된� 모바일� 기기와�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기존� 미술가

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영역

의� 창작활동에� 대해서� 알아봄.� 영상제작� 프로세스� 단계별� 노하우와�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을� 활용한� 영상제작을� 경험하며� 자신의� 예술� 활동을� 기록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구
￭ 정보기술의� 활용

10%

예술감성

￭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 문화적� 통찰과� 창조

9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5시간 8일 20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오리엔테이션:� 스마트폰과� 영상에� 대한� 이해 2.5H

2일 강의:� 영상제작� 프로세스 2.5H

3일 영상� 촬영� 이론� 및� 실습 2.5H

4일 1인� 작품� 기획� 및� 구성� 촬영계획 2.5H

5일 크로마키의� 이해,� 실습 2.5H

6일 종합� 영상편집� 앱� 이론� 및� 실습 2.5H

7일 편집� 멘토링� 및� 보완� 피드백 2.5H

8일 영상상영회 2.5H

단계
단계 사유

３
핵심역량� 관련� 기초� 지식과� 기능이� 어느� 정도� 체화된� 상태에서� 직접� 기획

을� 하고� 제작함으로써� 툴링과� 기획력을� 고루� 키울� 수� 있는� 역량� 심화� 단계

비고 학교� 크로마키� 방송실� 등� 실습� 장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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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몸� 사용설명서:� 난타

    

프로그램명 내� 몸� 사용설명서:� 난타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20% 30% 50%

개� � � � 요

소리,� 두드림,� 율동을� 통하여� 상대방과� 나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교감하는� 음악� 체험�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게,�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공연을� 통해� 표현과� 소

통능력을� 체득.� 젠더� 이슈로부터의� 해방과� 진정한� 나의� 몸과� 마주하며� 자신을� 이해하

고� 그로� 인해� 남과� 소통할� 수� 있는� 자기표현법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예술감성

￭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 문화적� 통찰과� 창조

10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참여인원 � 3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8일 16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오리엔테이션� � 아이스� 브레이킹 2H

2일 몸과� 마음� 열기� � 내� 몸� 사용설명서� 1 2H

3일 강의:� 예술경영� � 동시대와� 호흡하는� 법 2H

4일 몸과� 마음� 열기� � 내� 몸� 사용설명서� 2 2H

5일 몸과� 마음� 열기� � 내� 몸� 사용설명서� 3 2H

6일 공연� 관람 2H

7일 몸과� 마음� 열기� � 내� 몸� 사용설명서� 4 2H

8일 리허설� 및� 발표 2H

단계

단계 사유

4

핵심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

로� 자신을� 이해하고� 몸을� 활용하여� 예술�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공연함으로

써� 하위역량이� 골고루� 발달� 및� 심화하고� 예술감성� 역량이� 발현되는� 단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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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이커� 스페이스,� 스마트� 목공소

프로그램명 메이커� 스페이스,� 스마트� 목공소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20% 30% 50%

개� � � � 요
누구나� 예술가,�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메이커� 스페이스로� 메이커� 문화� 확산의�

주체가� 되어� 봄.� 간단한� 안전교육과� 체험을� 통해� 예술� 창조� 활동을� 실현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창의적� 발상과� 기획
￭ 새로운� 가치창출
￭ 융합적� 문제해결

20%

예술감성

￭ 예술과� 문화의� 가치� 이해
￭ 예술과� 문화� 산물의� 향유와� 공감
￭ 심미적� 자기� 표현과� 창조
￭ 문화적� 통찰과� 창조

8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3,� 4학년� 재학생

참여인원 � 15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7일 14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오리엔테이션� 및� 장비� 기본교육� -� 레이저� 커터� 교육 2H

2일 장비� 기본교육� -� 열전사� 프레스� 장비� 교육 2H

3일 장비� 기본교육� -� 3D� 프린터� 장비� 교육 2H

4일 장비� 기본교육� -� 목공� CNC� 장비� 교육 2H

5일 제작역량� 강화교육� 메시지� 무드램프� 만들기 2H

6일 제작역량� 강화교육� 메시지� 무드램프� 만들기 2H

7일 발표� 및� 전시 2H

단계

단계 사유

4

핵심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할� 뿐� 아

니라� 하위역량은� 골고루� 발달� 및� 심화하며,� 예술감성� 역량은� 발현되는�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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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율실천� 역량� 신규� 프로그램

1)� 언니들과� 함께하는� JOB담

               

2)� 자아성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언니들과� 함께하는� JOB담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80% 20%

개� � � � 요

재학생이� 선호는� 하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선배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 궁금한�

점,�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에� 관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가는� 프로그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4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6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재학생

참여인원 � 30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1시간 2일 2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H
재학생이� 선호하는� 직종에� 있는� 선배를� 강사로� 초빙하여� 직무토

크쇼� 진행
2H

단계

단계 사유

1
대부분� 초빙�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직무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참여� 학

생들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비고

￭ 재학생� 설문� 조사를� 토대로� 섭외한� 선배들로� 각자가� 원하는� 직무에� 자유롭게� 질의
ㆍ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미니특강� 및� 토크� 콘서트(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 학기당� 1회� 운영

비고 � 창업� 교육과�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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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봉사� 시리즈1� -� DIY� 기획봉사

프로그램명 자아성찰� 프로그램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20% 50% 10% 20%

개� � � � 요 자아성찰� 2박3일� 프로그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3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 자기효능감

7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개인� 또는� 팀 없음

참여인원 5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8시간 3일 24시간 1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자발적� 자기성찰� 강의와� 연습 4H

비판적� 태도와� 비난적� 태도(강의) 4H

2일
자기� 돌아보기� 명상 4H

자기이해와� 자기� 돌봄� 강의와� 연습 4H

3일
자기성찰지능(강의) 4H

내면관찰과� 실제적� 변화 4H

단계
단계 사유

2 난이도(중)� 수준의� 과목으로,� 실천과� 실습으로� 기능� 향상

비고

￭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 자기성찰을� 통해� 내면적� 조화,� 마음의� 안정,�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
￭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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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DIY� 기획봉사� 프로그램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60% 20% 20%

개� � � � 요
자신의� 특기,� 전공� 및� 진로와� 관련� 있는� 사회봉사� 프로젝트의� 설계를� 통해� 봉사활동

에� 대한�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태도와� 적극성을� 유도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20%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3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 자기효능감

5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없음

참여인원 �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 4-12 10-30H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 봉사활동� 포트폴리오� 제작� 및� 컨설팅
-� 봉사자� 주도� 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

-� 교내� 전문가� 컨설팅,� 운영비� 지원,� 활동� 기관� 연계

-� 교내� 봉사활동� 파트너� 매칭

-� 교육,� 재능,� 돌봄,� 해외� 등� 주제,� 일정� 자유� 제안

2H

2~11일
￭ 봉사활동� 진행
-� 4~12주(8~24시간)

8~24H

12일 ￭ 활동� 정리� 및� 결과� 공유 2H

단계

단계 사유

2 난이도(중)� 수준의� 과목으로,� 실천과� 실습으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함

비고

￭ 개인� 또는� 팀의� 전공과� 관심,� 특기에� 따라� 봉사활동의� 주제,� 활동계획,� 목표� 등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 계획서로� 작성,� 브리핑�

￭ 학교는� 실천� 가능한� 우수� 포트폴리오에� 대해� 행정지원,� 기관협력,� 예산� 등을� 지원� �
￭ 범위는� 교내� 외국인� 대상,� 지역�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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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봉사� 시리즈2� -� 사회봉사� 실천� 후기� 발표회

프로그램명 사회봉사� 실천� 후기� 발표회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80% 20%

개� � � � 요 재학� 중� 실천한�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상호� 간에� 공유하고� 의미를� 되짚어� 봄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20%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3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 자기효능감

5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없음

참여인원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4시간 1일 4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2H 사회봉사활동� 실천� 후기� 작성� 및� 제출 2H

2H 우수사례선별� 및� 발표와� 시상 2H

단계

단계 사유

3 난이도(중)� 수준의� 과목으로,� 실천과� 실습으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함

비고
￭ 개인� 또는� 팀� 단위의� 봉사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활동의�
한계점과� 개선점,� 학교의� 지원사항� 등도� 함께� 점검함.

다양함�

￭ 단방향� 도움의� 봉사가� 아닌� 봉사를� 통해� 참여자도� 발전할� 수� 있는� 양방향� 프로젝
트� 중심으로� 선발

￭ 중간� 및� 기말고사� 직후� 실시하여� 학생들이� 여름,� 겨울� 방학을� 활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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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봉사� 시리즈3� -� 사회복지� 창업전략� 워크숍

프로그램명 사회복지� 창업전략� 워크숍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80% 20%

개� � � � 요
사회적기업의� 조사� 또는� 협동조합� 참여와� 기획� 등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 참

여� 의미를� 학습하고� 자율실천� 및� 글로벌� 시민역량을� 강화함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글로벌

시민

￭ 공동체� 의식
￭ 지역ㆍ국제사회의� 문제� 인식 30%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2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 자기효능감

5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없음

참여인원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4시간 1일 4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2H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개념� 익히기�
-� 관련� 전문가의� 특강

2H

2H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스스로� 학습하기�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념,� 인증요건,� 유형� 등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함

2H

2H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경험하기
-� 관심�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좀� 자세

히� 알아보고� 경험

-� 나아가� 학생주도형� 새로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봉사단체�

등을� 기획,� 제안

4~12H

단계

단계 사유

3 난이도(상)� 수준의� 과목으로,� 실천과� 실습으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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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율학습시리즈1� -� 멘토ㆍ멘티� 교양� 튜터링

비고
￭ 사회적기업의� 종류와� 의미,� 활동영역� 등을� 깊이� 이해하고� 참여
￭ 학생주도형� 봉사단체의� 기획과� 실천능력을� 배양

프로그램명 멘토ㆍ멘티� 교양� 튜터링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70% 30%

개� � � � 요
본인이� 수강했던� 교양과목에� 대해� 멘토�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를� 깊이� 이해하며,� 멘

티에� 대한� 튜터링� 활동을� 통해� 소통과� 자율실천� 역량을� 배양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30%

지식탐구

￭ 자기� 주도적� 학습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 전문지식과� 기술의� 탐구
￭ 정보기술의� 활용

2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 자기효능감

5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없음

참여인원 � 2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5일 30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멘토� 활동� 계획서� 제출 2H

2일 맨토� 선발� 및� 멘티� 매칭 2H

3~14일
멘토ㆍ멘티� 활동(1)~(12)

※� 2H/회,� 1회/주,� 총� 12주
24H

5일 멘토ㆍ멘티� 활동� 보고� 및� 결과� 발표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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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율학습시리즈2� -� 타전공자를� 위한� 멘토ㆍ멘티� 전공교과� 튜터링

프로그램명 타전공자를� 위한� 멘토ㆍ멘티� 전공교과� 튜터링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70% 30%

개� � � � 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본인이� 자신� 있는� 전공과목을� 타� 전공자� 대상으로� 하여� 멘토�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의� 심화� 효과,� 멘티에� 대한� 튜터

링� 활동을� 통한� 소통과� 자율실천� 역량을� 배양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30%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
￭ 전문� 지식과� 기술의� 탐구
￭ 정보기술의� 활용

2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 자기효능감

5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없음

참여인원 �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5일 30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일 멘토� 활동� 계획서� 제출 2H

2일 멘토� 선발� 및� 멘티� 매칭 2H

3~14일 멘토ㆍ멘티� 활동(1)~(12) 24H

단계
단계 사유

3 난이도(상)� 수준의� 과목으로,� 실천과� 실습으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함

비고
￭ 학습공동체� 활성화� 효과
￭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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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생활� 자율실천� -� 학생자문단� 팀프로젝트� 프로그램

※� 2H/회,� 1회/주,� 총� 12주

15일 멘토ㆍ멘티� 활동� 보고� 및� 결과� 발표 2H

단계
단계 사유

3 난이도(상)� 수준의� 과목으로,� 실천과� 실습으로� 기능� 향상

비고
￭ 학습공동체� 활성화� 효과
￭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프로그램명 학생자문단� 팀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60% 20% 20%

개� � � � 요 학생의� 위치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제안하는� 팀� 프로젝트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소통협력

￭ 적극적� 경청과� 이해
￭ 효과적인� 의사전달
￭ 합리적� 설득과� 갈등조정
￭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2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 자기효능감

8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학부� 재학생 없음

참여인원 4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15일 30시간 2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일 학생자문단� 포트폴리오� 공모� 및� 선발 2H

3~14일
각� 부처(기관)별� 학생자문단� 활동� 수행

※� 2H/회,� 1회/주,� 총� 12주
24H

15일 활동보고회� 및� 우수활동� 팀� 시상 2H

단계
단계 사유

3 난이도(상)� 수준의� 과목으로,� 실천과� 실습으로� 기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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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분의� 기적� � � �

비고

￭ 개인� 또는� 팀을� 단위로� 하여� 대학� 내� 관심� 있는� 부처,� 기관,� 센터(예시.� 기획처,� 중
앙도서관,� 교육혁신센터,� 성신건강센터� 등)의� 운영과� 기능을� 살피고� 체험하며,� 문제

점� 발견,� 우수사항� 홍보,� 개선점�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학기� 종료� 후� 보고회를� 통해� 활동� 사항을� 발표하고� 대학은� 자문단의� 보고�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음

프로그램명 10분의� 기적�

운영유형
강의형 참여형 파견형 상담형 실습형 사회형

10% 50% 30% 10%

개� � � � 요

습관을� 형성하는� ‘21일� 프로젝트’로� 일상생활에서� 10분의� 실천을� 통해� 자아를� 강화

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목표설

정,�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피드백,� 습관을� 유지하고� 성공법칙으

로� 이끄는� 방법으로� 진로� 효능감을� 증진해� 취업� 동기와� 역량을� 향상시켜� 새로운� 습

관을� 적용해보고� 지속적인� 자기혁신� 및�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음

핵심역량

주역량 하위역량 비율

지식탐구 ￭ 자기주도적� 학습 30%

창의융합
￭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
￭ 융합적� 문제해결 20%

자율실천

￭ 자기이해와� 자율성
￭ 목표� 수립과� 체계적� 실행
￭ 열정과� 도전의식
￭ 자기효능감

50%

참여자격
자격 제한사유

재학생

참여인원 70명�

운영�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운영시간

1회� 기준� 운영시간 운영횟수

(반복� 횟수)1일� 운영시간� 운영일수 1인당� 총� 참여시간

2시간 21일 2시간 4회

프로그램�

운영계획�

단계 주요내용 소요시간

1~2H 2시간의� 특강� 이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2H

단계

단계 사유

3
난이도가� 중으로� 강의형이� 10%,� 참여형� 50%,� 실습형� 30%,� 사회형� 10%

로� 자기개발과� 문제해결이� 중요하며� 자율실천� 역량이� 강조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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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특강� 1회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고,� 습관을� 형성하는� ‘21일� 프로젝트’로�
일상생활에서� 10분의� 실천을� 통해� 자아� 강화,� 새로운� 습관� 적용을� 통해� 자기� 변화

를� 알아봄�

￭ 10분� 실천� 인증샷을�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밴드� 등에� 21일간� 탑재하여� 검증
받음

￭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천해야� 하며� 실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증인들로
부터� 완료� 사인을� 받아야� 인증이� 됨



   



    

제5장� 결론

1.� 요약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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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도(안)

❍ 본 연구는 우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제2장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 위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제3장에서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및 위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음 

❍ 제4장에서 현재 기준으로 비교과 교육과정을 수립할 경우 핵심역량의 단계별 프

로그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연구진 제안한 추가되어야 할 비교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도(안)을 작성하였음

❍ 우리 대학의의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는 B. S. Bloom(1956)의 교육목표 분류체

계,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비교과 프로그램 난이도,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방법, 성신핵심역량검사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음.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는 영역에 따라 4~6개, 비교

과 프로그램 난이도는 3개,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방법은 6개,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는 연속형(백분위 수)과 4개 분위로 구분되어, 모두 다른 수의 세부 구성요

소를 갖고 있음

❍ 비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목적 중 하나는 학생에게 비교과 프로그램 선택의 가이

드라인과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재학생이 자신의 성신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성신핵심역량검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는 성신핵심역량검사 결과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함

§ 1단계는 역량인지 단계로 핵심역량 개념 소개 및 체험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기초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는 단계임

§ 2단계는 역량개발 단계로 핵심역량의 기초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해 간단한 실

습을 진행해 역량을 본격적 형성하는 단계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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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는 역량심화 단계로 핵심역량의 핵심 지식 및 기능을 영역별로 학습하고 

집중 실습으로 심화하는 단계임

§ 4단계는 역량발현 단계로 핵심역량 관련 지식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임

❍ 비교과 교육과정 위계(안)에 따라 대학의 인재상 구현을 위해 6개 핵심역량과 

24개의 하위역량 강화를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재구조화함

2.� 제언

❍ 본 연구는 우리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단과대학 및 학

과, 행정부서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데 지침이 될 비교과 교육

과정 운영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과 프로그

램의 운영체계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비교과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달리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학생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이 중요함. 하지만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은 부족

한 상황임.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는 조사되었지만, 대학 내 다

양한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학생 참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함. 따라서 학생의 의견

과 욕구가 반영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와 위계를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

하면서 다양한 학생 변인을 고려한 포괄적 탐색이 필요함 

❍ 둘째, 수백 개의 프로그램에 수천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어떤 프

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한지 알 수 없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비교과 제도로 재편될 필요성이 있음. 질적인 관리

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 수업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강조하면 장학

금을 위한 S+마일리지를 손쉽게 획득하기 위해 활동하는 학생을 양산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방식이 교육적인가에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음 

❍ 셋째, 본 연구에서는 127개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의 핵심역량 검토 결과를 종합

하여, 핵심역량별로 비교과 프로그램과 하위역량을 검토하였음. 검토 결과 핵심

역량 검토 시 각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하위역량 수준으로 분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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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역량은 핵심역량 판단의 근거가 됨. 향후 핵심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시 하위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의 분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계

별 비교과 프로그램 분포를 핵심역량별로 살펴보면, 특정 단계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함

❍ 넷째, 위에서 제시한 제언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이 시스템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정보 관리를 체계

화하고 통합하여, 부서 간 프로그램의 중복 개설을 방지하고, 선발 기준 및 지원 

내용을 표준화하고, 학생 참여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행정 업무를 자동화·간소

화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히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재의 고등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중

요해짐.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본 연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

어 운영되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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