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부서명: 교육혁신 및 융합교육팀

  

 1  교육혁신센터 비교과 교육과정 발전계획

‘SURE (Soongsil University Real Energy) 3S(Study, Share, Show) 비교과’ 교육모델 구축

￭ <숭실 6대 핵심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인 

<개인과 사회를 이어가는 지성과 감성을 함양한 실천적 인재양성> 달성

￭ 정규 교과과정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내용을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숭실 6대 핵심역량>별로 

체계적으로 지원

￭ 교과과정과 연계된 비교과과정 운영 체계 구축

￭ 공동체역량과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지성·감성의 융복합형 공동체인성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언어) 체험교육을 통한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도전 프로그램 운영

MAX 비교과교육 체계의 구축 및 확산

￭ 본교 교육혁신 모델의 방향성인 MAX(인성, 실천, 융합) 교육적 가치의 ‘현장 적용적’이고 ‘실

용적’ 구현을 위한 기존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심화운영 

￭ 기존 핵심역량 함양 교육프로그램의 재구조화를 통한 실천 지향적 학습경험의 극대화 

MAX 비교과교육과정의 네트워크 확산 

￭ 지역사회로의 확대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의 실천적, 생산적 교육경험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학생수요에 맞춤 프로그램 제공 및 학생과 교수의 자기주도적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지원 강화

￭ 학생 개인 포트폴리오 이력추적 및 성과지표 지수화를 통한 학생 성과관리 필요



2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

  

계획 프로그램명 관련 사전조사명 조사 개요 조사 결과

신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유학생·재학생 연계 
고국 탐방 프로그램

∙ 대학생 핵심역량
 (K-CESA) 진단결과,
∙ 숭실 6대 핵심역량
 진단결과보고서

∙ 본교 재학생 대상으로 
역량진단 실시

∙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참여인원: 133명

∙ 본교 6대 핵심역량 진단 
참여인원: 5,678명

∙ 두 진단 결과에서 본교 재학
생의 글로벌역량이 다른 역량
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캠퍼스 
가꾸기 공모전

∙ 숭실 6대 핵심역량
 진단결과보고서

∙ 인문사회계열의 창의·융합역량
은 이공계열보다 낮게 나타남 
→  창의·융합역량 강화를 위
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지역사회 연계 상생 
프로그램

∙ 대체로 학년이 높을수록 핵심역
량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는
데, 공동체역량은 그렇지 않음
→ 공동체역량 강화를 위한 프
로그램의 마련 및 확대 필요

확대

지역연계 동아리(소
모임)  활동 지원

[WeMakeSoongsil]
 MAX 비교과 

교육과정 공모전

∙ 인문사회계열의 창의·융합역량
은 이공계열보다 낮게 나타남 
→  창의·융합역량 강화를 위
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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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

숭실 6대 핵심역량 연관도
예산

(단위:원)
기대 성과

창의 융
합

공동
체

의사
소통

리더
십

글로
벌 합계

학습
역량
강화

지역연계 동아리
(소모임)  활동 
지원

· 지역 내 단체, 학교, 산업체 등과 연
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또는 계획 
중인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지원

4~9월 50 50 100 5,000,000
· 본교 학생들에게 비교과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학과(부) 학생들이 지역과 연계한 동
아리(또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개인 경력 
및 역량 향상을 도모함

학습
역량
강화

숭실 6대 
핵심역량 진단

·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핵심역량 
진단 실시

4~12월 100 100 1,450,000
· 학생 개인 핵심능력 및 역량 정도를 진단하

여 학생에게는 역량강화 및 진로개발을 지원
하고, 대학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교육 프
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함

학습
역량
강화

K-NSSE 검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미국 

1,400개 대학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부
교육 실태조사의 한국형 개발도구 

8~10월 100 100 1,000,000 · 학생 학습참여 분석을 통한 핵심역량과의 관계 분석
· 통합 질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학습
역량
강화

K-CESA 검사 
·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측정함으로써 사회

적 변화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
재양성을 유도   

· ACE사업 교육성과 지표로 활용
10~11월 20 40 40 100 7,000,000

· 대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을 진단하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
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학습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 
상생 프로그램

· 전공 또는 동아리 연계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5월 40 40 20 100 1,500,000 · 학생들에게 지자체 및 지역내 장애인단체와 협

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대의식 고취
학습
역량
강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캠퍼스 가꾸기 
공모전

· <We Make Soongsil>이라는 모토
로 교수, 직원, 학생 등  숭실 구성
원이 교육과정을 개발 및 참여하여 
실행해 보는 프로그램

5~8월 50 50 100 7,220,000
· 학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여, 교수, 학생 그리고 직원
들의 요구사항과 니즈를 반영함 

학습
역량
강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
인가-유학생·재학
생 연계 고국 탐
방 프로그램

· 외국인유학생과 내국인학생들이 함
께 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 교육배려자(외국인 유학생) & 재
학생 연계 고국 탐방 프로그램

6~8월 30 70 100 10,733,000
·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글로벌역량 함양 
· 팀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을 통한 리더십역량과 

공동체역량 함양 
· 해외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재학생들의 창

의적 열정과 도전정신 함양
학습
역량
강화

[We Make 
Soongsil]2017 
MAX 비교과 교
육과정 공모전

· 본교 구성원이 비교과 교육과정을 
만들고, 참여 또는 실행해볼 수 있
는 수요자 중심의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모전 개최

11월~
2018.1월 30 70 100 9,400,000

· 수요자관점에서 스스로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발 및 참여(또는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
에 대한 참여 확대와 책임의식 강화

· ACE+프로그램의 수주 혜택을 구성원에게 
환원하여 만족도 제고

합 계 170 130 290 100 110 800 43,30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