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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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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

적’ 구현을 위한 기존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심화운영 

기존 핵심역량 함양 교육프로그램의 재구조화를 통한 실천 지향적 학습경험의 극대화 

MAX 비교과교육과정의 네트워크 확산 

지역사회와의 다각적 협동운영을 통한 공동체 사회와 유기적인 협력 필요

지역사회로의 확대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의 실천적, 생산적 교육경험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주기별 학생 수요에 맞춤 프로그램 제공 및 학생과 교수의 자기주도적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지

원 강화

학생 개인 포트폴리오 이력추적 및 성과지표 지수화를 통한 학생 성과관리 필요

 Ⅰ  비교과교육과정 발전계획



- 2 -

Ⅱ  2018학년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체계

1. 학습역량 프로그램 체계

□ 학습역량강화교육(SURE Basic)
￭ LCT-CMB 3대 영역 7대 학습역량 개발을 위해, 기초(SURE Beginning)→심화(SURE Advenced)→적용
(SURE Fit) 등 3단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Meta 학습역량을 갖추게’ 됨
￭  LCT-CMB 학습역량

영역 하위
요인 측정변인 설명

인지
능력
(C)

지식과 
사고

고등 사고
분석 및 
비판력

분석은 하나의 정보나 문제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구성요소들을 확인하고, 구성요소들 간
에 존재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사고 작용을 의미한다. 또한 비판력은 정확성, 타당성,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주장, 신념, 정보의 출처를 정밀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
석하는 능력

종합 및 
적용력

종합은 개개의 관념, 개념, 판단 따위를 결합시켜 새로운 관념이나 개념을 구성하는 일을 의
미하며, 적용력은 문제해결 장면에서 또는 새로운 상황에서 개념과 원리를 사용하는 능력

초인지
인지인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개인 스스로의 사고에 대해 아는 것, 언제, 어디서 획득한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대해 인식하는 것
인지점검 자신의 아는 정도와 진보를 확인하고, 본래 선택된 전략들이 적절하지 못할 때 적합한 대안

적 전략들을 선택하는 것
인지평가 자신의 학습수준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초인지적 전략의 하나인데, 자신의 답 혹은 문제해결 

방법 등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창의성 창의적 
능력

독창성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다. 즉 모방이나 파생
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유기적인 원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사물을 만들어 
내는 것

유창성 특정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낸 해결책이나 아이디어의 양(量)으로, 특정한 문제 상황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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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강화교육(SURE-6UP)
￭ SURE Basic을 기반으로 6대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교육(SURE-6UP)을 실시하여, ‘창조적 지식인, 조화로운 
교양인, 도전적 세계인’을 양성

영역 하위
요인 측정변인 설명

제에 대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것
융통성 융통성이란 사회의 일반적인 사고방식, 관점,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해 내는 창의 능력

창의적 
성향

호기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
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특성이 강하여,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주변에서 일
어나는 일이나 현상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즐기고 경험하고자 하는 특성

민감성
주변 환경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영역을 탐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나 주위 환경에 대
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생각해 보는 것 

위험감수 위험이 따르는 일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 하고자 원하는 일이라면 어려움을 무
릅쓰고 시도해보는 특성

과제집착력 어려운 과제나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끝까지 과제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특성

문제
해결

문제해
결과정

문제인식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는 능력
대안탐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탐구하며 방법을 찾는 능력

조작과 
실천

협응력 근육, 신경기관, 운동기관 등의 움직임의 상호조정 능력을 의미한다. 즉 머리, 어깨, 입, 팔, 
손가락 등을 시각적 탐사와 연결하여 움직이는 신체적 조절 능력

신체감각능력 오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신체를 이용하여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예술적 표현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나 몸짓 등의 형상으

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
도구활용

능력
목표 달성 혹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목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수단이나 도구
를 이용하는 능력

학습
동기
(M)

정서
우울 부정적정서

대인관계 
주변의 도움이 있어도 항상 슬픔, 우울감정과 두려움, 행동의 집중력 저하 등에 대한 경험과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지속적 기분상태

시험
불안

정서불안
걱정

시험상황, 즉 개인의 성취 또는 수행의 질과 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과 생리적 변화

학습 
스트레스 

성적, 학업,
진로

학생들이 학교공부나 성적, 또는 진로문제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과정에서 적응능력을 능가
한다고 지각될 때 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

동기

자기
결정성 

확인된,통합된
내재적

조절동기 
학습행동을 작동, 방향지우고 유지시키는 학습동기를 단순히 대립적인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지 않고, 한 개인의 자기 결정성에 따라 연숙선 상에 위치하는 동기

학습
목표

지향성
숙달/

수행접근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하는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행동적 의도이다. 또는 
학습자가 어떤 목표를 채택하면서 생기는 유입정보처리에 대한 일련의 관심이나 준거로서 성취 
지향적 행동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통합하여 인지과정을 동기화시키는 요인

자기
효능감

일반/학업
효능감

학습이나 기타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긴장된 상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수준

학습
행동
(B)

수업 
내 

영역

집중전략 수업시간과 공부할 때 집중이 이루어지는 정도
노트정리 수업시간과 공부할 때 노트정리를 하는 정도
기억전략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기억한 내용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인출하는데 필요한 시연, 정교화, 

조직화 전략의 사용정도
수업 
외 

영역

노력조절 노력하는 정도와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
학습 환경 관리 자신이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알고 학습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능력

도움 및 자원활용 교수, 친구, 도서관, 인터넷 등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다양한 도움과 자원을 활용하고 
협동 학습을 하는 정도

진로준비 직업선택을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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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8학년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변경 계획

1.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 / 분석 내용
가. 학습역량진단(LCT-CMB) 결과 분석
1) 진단 실시 개요
□ 진단 실시 기간 : 2017.11.15.~12.16
□ 목적
- 본교 학생들의 학습역량 중 강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학습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
- 진단을 실시한 학생에게는 본인의 학습역량을 종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개별 리포트를 제공하고, 부족한 학습역량을 개
발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

□ 진단 참여 학생 현황
- 1,028명이 진단에 참여 : 2017-2학기(10.1. 기준) 재학생(12,382명) 중 8.3%
- 단과대학, 독립학부별 참여 학생 현황

2) 학습역량 진단 결과
∙ 학습인지능력 영역 : 고등사고, 초인지가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창의성, 문제해결의 순서로 나타나서 문

제해결과정과 조작과 실천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학습동기 영역: 학습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험불안, 우울의 순서로 나타나서 학생들이 학업에 관련

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행동 영역 : 집중전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트정리, 기억전략의 순서로 나타나서 학생들이 수업에서는 

비교적 집중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업 외 행동 요인 : 상대적으로 학습 환경 관리, 노력조절은 낮은 평균을 나타내어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의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습인지능력 계열별 비교 : 창의적 성향에서 공학계열이 사회계열보다 높았으며, 조작과 실천에서는 공학계

열이 경상계열보다 높았음. 
∙ 학습인지능력 학년 간 비교 : 문제해결과정에서 4학년이 1학년보다 높은 학년 간 차이를 보였음.

단과대학/독립학부
'17-2학기재학생수(A)

실시 학생수 비율 참여율(B/A)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합계(B)
공과대학  2,619 43 97 55 43 1 239 23.2% 9.1%
IT대학  2,272 48 75 51 31 　 205 19.9% 9.0%

경영대학  1,811 30 56 19 23 　 128 12.5% 7.1%
경제통상대학  1,274 29 51 17 18 　 115 11.2% 9.0%

인문대학  1,426 35 29 20 14 　 98 9.5% 6.9%
자연과학대학 866 28 31 22 12 　 93 9.0% 10.7%
사회과학대학  1,138 20 35 18 12 　 85 8.3% 7.5%

법과대학 457 7 8 11 4 　 30 2.9% 6.6%
스포츠학부 191 5 4 6 2 　 17 1.7% 8.9%

예술창작학부 203 4 3 2 1 　 10 1.0% 4.9%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125 8 　 　 　 　 8 0.8% 6.4%

합계 12,382 257 389 221 160 1 1,028 100.0% 8.3%
비율 　 25.0% 37.8% 21.5% 15.6% 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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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요인 측정변인 M(평균) SD(표준편차)

인지능력

지식과 사고 고등사고 3.77 .59
초인지 3.77 .58

창의성 창의적 능력 3.39 .76
창의적 성향 3.37 .70

문제해결 문제해결과정 3.19 .78
조작과 실천 3.25 .80

계 3.46 .54

학습동기
정서

우울 2.10 .82
시험불안 2.42 .94

학습 스트레스 3.03 .91
동기

자기결정성 3.23 .80
학습목표지향성 3.79 .71

자기효능감 3.45 .66
계 3.51 .66

학습행동

수업 내
집중전략 3.54 .84
노트정리 3.47 .77
기억전략 3.42 .72

수업 외
노력조절 3.18 .87

학습 환경 관리 3.25 .75
도움 및 자원 활용 3.68 .65

진로준비 3.46 .73
계 3.43 .52

3) 2017년과 2012년 학습역량 비교
∙ 학습인지능력과 학습행동 전체적인 점수 :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2012년에 비

해 2017년의 평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동기영역 전체적인 점수 : 2012년에 비해 2017년 학습동기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동기 요인에

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 요인의 측정변인인 우울, 시험불안, 학습스트레스가 2012년에 비
해 2017년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인지능력 계열별 비교 : 인문, 사회, 경상, 자연계열은 학습인지능력이 2017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동기영역 계열별 비교 : 인문계열, 공학계열은 2012년에 비해 2017년에 학습동기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

났고, 그 외의 전공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지난 5년간 학습인지능력과 학습행동영역에서 학습역량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학습동기가 낮아진 것에 주목하여 동기향상 프로그램 시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학습동기에서 정서요인의 우울, 시험불안, 학습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프

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특히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이 학습동기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동기가 낮아진 원
인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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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역량과 핵심역량 비교
∙ 학습역량의 전체 평균(M=3.47)보다 핵심역량의 전체 평균(M=3.66)이 높게 나타났음. 교육개발센터의 프로

그램이 학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좀 더 초점을 두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학습역량의 인지, 학습동기, 학습행동의 하위요인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하위요인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핵심역량은 의사소통역량이 매우 높고 글로벌역량은 매우 낮아서 역량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
났음.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서는 각 역량 간 균형을 고려하여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모든 계열, 모든 학년에서 글로벌역량이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글로벌역량을 강화하
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시급함.

∙ 학습역량과 핵심역량은 전체 상관(r=.607)이 높게 나타났고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냄. 학
습역량의 하위요인인 인지는 핵심역량의 창의역량, 융합역량과 높은 상관을 나타냄. 학습인지능력의 측정변인 
중에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핵심역량의 창의역량과 융합역량과 높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해석됨. 창의
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학습인지능력과 창의역량, 융합역량을 모두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임.

∙ 학습역량의 하위요인인 학습 동기는 핵심역량의 창의역량, 융합역량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학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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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하위요인인 학습행동은 핵심역량의 리더십역량, 융합역량, 의사소통역량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서 
학습동기와 학습행동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핵심역량의 창의역량, 융합역량, 리더십역량,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봄.

￭ 학습역량과 핵심역량 설문 응답자 분포
계열 학년 전체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계열 34 17 8 10 69
사회계열 19 32 11 2 64
경상계열 50 82 14 10 156
법학계열 7 5 3 0 15
자연계열 21 16 5 2 44
공학계열 83 115 35 12 245

예체능계열 6 5 2 1 14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8 0 0 0 8

합계 228 272 78 37 615

5) 교육개발센터 프로그램 수강학생의 학습역량
∙ 학습법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습법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학습역량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2017년에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학습법 프로
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역량과 수강한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비교분석하였음. 

∙ 학습법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전체 학생 중에서 학습역량 검사에 응한 학생들의 응답으로 무선 
표집 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향후 학습법 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함. 

∙ 수강한 학생과 미수강 학생들의 학습역량 차이 : 수강한 학생들의 학습인지능력과 학습동기에서 자기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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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행동에서 기억전략 활용 능력이 미 수강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개발센터의 학습법 프로
그램은 학습역량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학습법 워크숍 이수 학생, 미이수 학생 학습역량 차이 : 이수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학
습법 워크숍은 1회성 특강 형식의 워크숍인데 이러한 1회성 프로그램의 이수는 학습역량에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CORE 튜터링 이수한 학생, 미이수 학생 학습역량 차이 : 학습인지영역과 동기 요인의 측정변인인 자기효능
감, 수업 외 행동 요인의 측정변인인 도움 및 자원 활용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CORE 
튜터링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습역량이 미 수강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CORE 튜터링 프
로그램은 학습역량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학습법 워크숍을 1회만 이수한 학생과 2회 이상 이수한 학생들의 학습역량 차이 :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1회성 특강 형식의 워크숍은 여러 횟수를 수강해도 학습역량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학업저성과자 프로그램 이수 학생 중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에 따른 학습역량 차이 : 지식과 사
고 요인의 측정변인인 초인지와 창의성 요인의 측정변인인 창의적 성향, 동기 요인의 측정변인인 자기결정성, 
학습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수업 외 행동 요인의 측정변인인 학습 환경 관리에서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습동행 프로그램 > 1대1 학습 코칭 > wake up 워크숍의 순서로 학습역량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업저성과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한 학기동안 멘토 교수(전공교수), 학습코치, 멘토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학업 저성과자 학생과 함께 동행하며, 학습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 학습능력향상을 다차
원적, 연속적,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학습동행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나 일반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학습코치가 학습스타일 진단(U & I학습유형검사)한 후 
학습능력이 향상되도록 코칭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1대1 학습 코칭은 그 다음으로 긍정적이며 여름방학동안
에 시행된 wake up 워크숍은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및 학업저성과자의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와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인데 가장 긍정적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에서 학업저성과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학업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할 때 단기간에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최소한 2달이상의 기간 동안 1대1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학습역량 진단 실시 학생 중 2017학년도 12월말 기준, 주요 프로그램 수강 학생 현황 
교육개발센터 학습법 프로그램 교육개발센터 학습법 프로그램 전체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습법 워크숍 14 17 9 0 40
CORE 튜터링 20 22 19 5 66

학업저성과자프로그램 7 11 12 1 31
기타 6 9 5 1 21
합계 47 59 45 7 158

￭ 프로그램 수강학생과 미수강 학생의 학습역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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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저성과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학습역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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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사경고자 분석
□ 외국인 유학생 추이

학년도
학위과정 연수과정 총계(C=A+B)

정원내외재학생(D)

학위과정외국인학생비율(%)(A/D*100)

전체과정외국인학생비율(%)(C/D*100)
소계(A)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소계(B)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연수생

2013 431 381 3 39 8 103 40 63 0 0 534 14,021 3.1 3.8
2014 312 274 2 33 3 185 88 83 14 0 497 13,352 2.3 3.7
2015 195 171 1 22 1 300 167 127 1 5 495 12,935 1.5 3.8
2016 228 198 0 27 3 375 231 143 1 0 603 12,757 1.8 4.7
2017 501 446 0 51 4 502 300 202 0 0 1,003 12,926 3.9 7.8

∙ 2017학년: 학위과정 +273명, 연수과정 +127명, 학위과정 학생비율 +2.1%, 전체과정(학위+연수) 학생비율 +3.1%

□ 국적별 학생수
학년-학기 기타 미국 일본 차드 베트남 대만 중국동포 몽골 중국 중국비율 한국 한국비율 합계
2015-1 5 1 0 0 1 5 23 12 132 1.0% 12,756 98.6% 12,935
2015-2 6 1 0 1 3 2 19 9 127 1.0% 12,001 98.6% 12,169
2016-1 6 1 2 1 4 2 22 9 157 1.2% 12,553 98.4% 12,757
2016-2 8 2 2 1 9 2 37 6 293 2.4% 11,718 97.0% 12,078
2017-1 9 2 2 1 13 3 22 5 422 3.3% 12,447 96.3% 12,926
2017-2 15 2 3 1 17 3 12 10 789 6.4% 11,530 93.1% 12,382

□ 국적별 학사경고자
학년-학기 미국 일본 차드 베트남 대만 중국동포 몽골 중국 중국비율 한국 한국비율 합계
2015-1 　 　 　 　 2 1 2 5 1.5% 318 97.0% 328
2015-2 　 　 1 　 　 1 2 6 1.8% 332 97.1% 342
2016-1 　 　 　 　 1 　 4 5 1.7% 286 96.6% 296
2016-2 　 　 　 　 1 　 1 26 7.6% 316 91.9% 344
2017-1 　 1 1 1 　 　 　 37 9.6% 347 89.7% 387
2017-2 1 　 　 2 　 　 4 113 23.4% 363 75.2%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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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개선 계획
가. 학습역량진단(LCT-CMB) 결과 분석 주요내용과 프로그램 개선 방향

구분 주요 내용 프로그램 개선 방향

학습역량 
진단 결과

∙인지능력 : 창의적 능력(63.87%)과 창의적 성향
(62.43%)은 비교적 낮은 수준. 문제해결과정(58.05%)
과 조작과 실천(61.51%)은 창의성보다도 더 낮은 수
준

∙학습동기 : 학습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험불
안, 우울의 순서로 높음

∙수업 외 행동 :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의 환경을 관리하
는 능력은 낮음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확대(창의력 경진대
회, 공모전 등)

∙문제해결과정은 문제인식,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융합적 학문지식을 바탕으로 당
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때 체계
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또한 신체감각능력, 도구활용능력 등
도 개발되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각 전공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는 융합교육과 실험장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우울, 시험불안, 학습스트레스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

∙사회의 핵심인재로 활동하는 동문을 발굴
하여 롤 모델로서 제시하고 자신의 잠재력
을 발휘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하도록 돕는 것도 방법

2017:201
2년 학습
역량 비교

∙인지능력, 학습행동 : 전체점수는 2017년 평균이 높음
∙학습동기 : 정서요인의 우울, 시험불안, 학습스트레스가 
2012년에 비해 2017년에 높아짐

∙특히 인문, 공학계열이 학습동기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동기가 낮아진 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 노
력 필요

학습역량:
핵심역량 
비교

∙학습역량 전체 평균(M=3.47)보다 핵심역량 전체 평균
(M=3.66)이 높음

∙학습역량의 인지, 학습동기, 학습행동의 하위요인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하위요인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핵심역량은 의사소통역량이 매우 높고 글로벌역량은 
매우 낮아서 역량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학습역량과 핵심역량은 전체 상관(r=.607)이 높음
∙학습역량의 인지능력은 핵심역량의 창의역량, 융합역량
과 높은 상관을 나타냄

∙학습역량의 학습동기는 핵심역량의 창의역량, 융합역량
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냄

∙학습역량의 학습행동은 핵심역량의 리더십역량, 융합역
량, 의사소통역량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냄

∙학습동기, 학습행동 향상 프로그램은 핵심역량의 창의
역량, 융합역량, 리더십역량,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할 것임

∙전 계열, 전 학년에서 글로벌역량이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글로벌역량 강화 프로그
램 확대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학습
인지능력과 창의역량, 융합역량을 모두 높
이는 긍정적인 효과

교육개발
센터 프로
그램 수강
학생의 학
습역량

∙향후 학습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
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함. 

∙수강 학생과 미수강 학생 학습역량 차이 : 수강 학생들
의 인지능력과 학습동기(자기결정성), 학습행동(기억전
략 활용 능력) 미수강 학생들보다 높음. 

∙학습법 워크숍 : 학습법 워크숍은 1회성 특강 형식의 
워크숍인데 이러한 1회성 프로그램의 이수는 학습역량
에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학습법 워크숍 1회 이수 학생과 2회 이상 이수 학생들
의 학습역량 차이 :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1회성 특강 형식의 워크숍은 여러 횟수를 수강해도 학
습역량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CORE 튜터링 : 인지영역과 동기요인(자기효능감), 수
업 외 행동 요인(도움 및 자원활용)에서 의미있는 차
이 나타남. CORE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습역량 향상에 

∙프로그램 신청 전 학습역량진단과 이수 후 
진단을 필히 시행할 방안 강구

∙특강 형식의 1회성 프로그램은 최소화
∙학업저성과자 프로그램은 개별적, 지속적으
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음을 확인. 앞으
로 학업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
행할 때 단기간에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프
로그램은 지양하고 최소한 2달이상의 기간 
동안 1대1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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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학생 학사경고자 대상 프로그램 신설·확대·개선
□ <CORE 튜터링>에 외국인 학생 대상 튜터링 신설
□ <1:1학습코칭>을 통해 외국인 학생 학습코칭 실시
□ <멘토교수와 함께하는 학습동행>에 외국인 학생그룹 신설

다. 프로그램 신설, 개선 방안

구분 주요 내용 프로그램 개선 방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학업저성과자 프로그램 종류별 학습역량 차이 : 학습
동행 프로그램 > 1대1 학습 코칭 > wake up 워크숍
의 순서로 학습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멘토 교
수(전공교수), 학습코치, 멘토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학
업 저성과자 학생과 함께 동행하며, 학습동기 및 학교
생활 적응, 학습능력향상을 다차원적, 연속적, 단계적으
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학습동행 프로그램이 가장 효
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학습스타일 진단(U&I학습유형검사)한 후 학습능력이 
향상되도록 코칭을 실시하는 1대1 학습코칭은 그 다음
으로 긍정적

∙wake up 워크숍은 가장 긍정적 효과가 적음

개선 방향 프로그램명 개요 운영부서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확
대

∙창의력 경진대회, 
공모전(신설)

∙교육개발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및융합교육팀

∙융합아이디어 공모
전(확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및융합교육팀

∙나는 스토리텔러!
(신설)

∙스토리텔러는 단순히 소설을 쓰는 작가만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쓴 스토리를 각색과 
같이 자신의 느낌으로 덧입혀 목적에 맞게 잘 전
달하는 의미도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

∙교육개발센터

∙DHA 워크숍(신
설)

∙DHA(Developing Human Creativity)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및 융
합적 사고를 강화

-트리즈를 통한 비즈니스 창의성(발명) 증진 내용
과 방법

-새로운 창의성 증진을 위해 트리즈의 기초 및 핵
심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와 방법 

∙교육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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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프로그램명 개요 운영부서

문 제 해 결 력 
강화 프로그
램 확대

∙디자인씽킹 워크숍
(신설)

∙디자인 씽킹 워크숍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
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체험하면서, 수업내, 외 문제를 해결하
고, 주도적으로 학습역량을 강화

공감하기 문제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테스트
문제발견
해결해야 할 문
제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단계 

어떤 것이 문
제인지 명확하
게 정의를 내
리는 단계

여러 가지 창의 기
법을 활용하여 가능
한 많은 대안을 도
출하는 단계

아이디어 중 실
현가능한 것을 
골라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

시제품을 만들고 
피드백을
받는 단계 

- 관찰하기
- 기록하기
- 도식화하기
- 인터뷰하기
- 체험하기

- 브레인스토밍
- TRIZ
- Quick TRIZ
- SCAMPER
- CPS
- PMI

- 아이디어 
스케치
- 시제작
- 상황극
- 3D 프린팅

- 사용자 인터뷰
- 시 작품 발표
- 소통

∙교육개발센터

우울, 시험불
안, 학습스트
레스 낮추기 
위한 프로그
램 시행

∙정서관리 프로그램
(확대) ∙우울, 학습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추가 개발 ∙상담센터

∙교육개발센터
∙숭실인성캠프(핵심
주제 변경) ∙우울, 학습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실시 ∙베어드학부대학

핵 심 인 재 로 
활동하는 동
문을 발굴하
여 롤 모델 
제시

∙동문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신설) ∙인지도 높은 동문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베어드학부대학

글 로 벌 역 량 
강화 프로그
램 확대

∙ ∙국제처
특강 형식의 
1회성 프로그
램은 최소화

∙학습법 워크숍(축
소)

∙<학습법 워크숍> 등 1회성 특강 축소(‘17학년도 
15회→’18학년도 6회)

∙교육개발센터

학업저성과자 
프 로 그 램 은  
최소한 2달이
상, 1:1 프로
그램 확대

∙학습동행(확대)
∙1:1학습코칭(확대)

∙<학습동행><1:1학습코칭> 
-한국인 학생 참여인원 확대
-외국인 학생 그룹 확대: 중국어가 가능한 학습코
칭 전문가 확보

∙교육개발센터
∙국제처

∙CORE튜터링(확
대)

∙<CORE 튜터링>에 외국인 학생 대상 튜터링 확
대

∙교육개발센터
∙국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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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개요 목적 및 기대성과 개선계획 및 특이사항

‘17
참여

학생수
‘18
목표

학생수
‘17

집행액
(천원)

‘18
예산액
(천원)

7대 학습역량 연관도 단계정서 동기 고등
사고력

창의
성

문제
해결력

학습
전략

자원
활용력 합계

1
학업

저성과자 
지원

멘토교수와 함
께하는 학습동
행(6~7기)

3월중순~
9월중순~

∙ 학사경고자 학습 동기를 
촉진하여  학업성취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프
로그램

∙ 학사경고자 학업성
적 개선

∙ 한국인 학생 참여인원 확대
∙ 외국인 학생 그룹 확대
∙ 중국어가 가능한 학습코칭 전문가 

확보
78 90 38,590 35,000 70 30 100 기초

2
학업

저성과자 
지원

1:1 학습코칭 3월중순~
9월중순~

∙ 직전학기 학업저성과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학
습코치가 학습스타일 진
단(U&I학습유형검사)한 
후 학습 코칭 실시

∙ 학업저성과자 학
업성적 개선

∙ 한국인 학생 참여인원 확대
∙ 외국인 학생 그룹 확대
∙ 중국어가 가능한 학습코칭 전문가 

확보
225 250 9,440 10,000 20 50 30 100 기초

3
학업

저성과자 
지원

WAKE-UP 워
크숍

8월중순
2월중순

∙ 하계, 동계방학 중 학사
경고자 대상 학업동기 
부여 워크숍

∙ 학사경고자 학업성
적 개선

∙ 워크숍 내용을 좀 더 유익하게 
준비하여 참여 학생들이 지루하
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 개선사례 내용을 좀 더 다양하
게 준비하고 발표학생들을 미리 
연습하여 사례발표가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

146 200 5,363 6,000 70 30 100 기초

4 튜터링
CoRE 튜터링
1학기(18기)
2학기(19기)

3월3주~
7월초

9월3주~
12월초

∙ 특정 교과목이나 학습 
주제에 대해 지식과 경
험을 갖춘 1인의 튜터와 
해당 주제의 학습에 도
움을 원하는 소수(7인 
내외)의 튜티들이 주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
여 공부하는 협동학습 
프로그램

∙ 학습 공동체 형성
을 지원하여 자율
적, 능동적 학습 
문화 조성

∙ 교과목에 대한 체
계적 이해를 통한 
학습 자신감 획득 
및 학업 능력 향상

∙ 현 프로그램 체계에서도 다전공자의 
튜터링 참여가 가능하나, 다전공자 
만을 위한 튜터링 유형 추가 개설

∙ 외국인 학생 대상 튜터링 확대
902 1,000 117,850 100,000 30 70 100 적용

5 협동학습 K-MOOC
학습동아리

3월3주~
7월초

9월3주~
12월초

∙ K-MOOC를 활용한 그
룹별 학습활동 지원하여 
교양과 전공학습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 그룹별 협력학습, 
토론학습 통한 의
사소통역량 개발

∙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해 학업성취도, 
팀워크 능력 향상

∙ MOOC의 주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 
온라인 수강에 대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주차활동 보고서의 형식
과 모임의 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

∙ MOOC 강좌의 학습 효율화를 지원
할 수 있는 학내 자원활용방안 모

42 50 6,223 6,000 40 60 100 심화

Ⅳ.  2018학년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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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개요 목적 및 기대성과 개선계획 및 특이사항

‘17
참여

학생수
‘18
목표

학생수
‘17

집행액
(천원)

‘18
예산액
(천원)

7대 학습역량 연관도 단계정서 동기 고등
사고력

창의
성

문제
해결력

학습
전략

자원
활용력 합계

색(개설강좌, 교수 멘토 지원 등)
∙ 오프 학습 모임을 할 수 있는 여유

로운 공간 지원
∙ MOOC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장비 

지원 (노트북, 프로젝트 등)
6 학습법

워크숍
1학기 3회
2학기 3회

3~8월
9~12월

∙학습스트레스 감소
∙자원활용력 강화

∙ 정서관리, 자원활용력 강화 중심의 
주제로 워크숍 편성 460 400 9,871 9,000 50 50 100

7 창의력 
워크숍

나는 스토리텔
러!(신설)

4~6월
10~12월

∙스토리텔러 교육모델
(Storyteller Training Education 
Model: STEM)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교과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 창의성과 고등사고 
능력으로서의 초인
지, 언어능력과 연
계하여 의사소통능
력을 향상

신설 50 10,000 30 70 100 심화

8 창의력 
워크숍

DHA 워크숍
(신설)

4~6월
10~12월

∙ DHA(Developing Human 
Creativity)프로그램 활용

-트리즈를 통한 비즈니스 
창의성(발명) 증진

-새로운 창의성 증진을 위
해 트리즈의 기초 및 핵
심을 실용적으로 활용하
는 사례와 방법 

∙ 창의성과 문제해결
력 및 융합적 사고
를 강화

신설 50 10,000 70 30 100 심화

9
문제해결

력 
워크숍

디자인씽킹 워
크숍(신설)

4~6월
10~12월

∙ 디자인 씽킹 워크숍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체험

∙ 수업내·외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
으로 학습역량을 
강화

신설 50 10,000 30 70 100 심화

10 기초수학
역량

하계방학 기초
수학특강 7월 ∙ 재학생을 위한 기초수학

특강

∙ 재학생을 위한 기
초수학특강을 실시
하여 수학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향상
시킴

∙ 이론적인 부분과 수학의 응용적인 
부분을 적절히 배분하여 수업 진행 40 3,000 70 30 100 기초

11 기초수학
역량

동계방학 기초
수학특강 1월

∙ 재학생과 예비신입생에
게 전공과목에서 필요한 
수학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특강 실시

∙ 전공과목에서 필요
한 기초수학의 이
해와 학업 성취도 
향상

33 40 6,370 3,000 70 30 100 기초

12 기초수학 수학클리닉 3~6월 ∙ 수학과목 학습에 어려움 ∙ 기초수학에 어려움 ∙ 기초수학 특강 대상자를 보다 구체 237 300 2,400 2,400 70 30 100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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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 프로그램명 일정 개요 목적 및 기대성과 개선계획 및 특이사항

‘17
참여

학생수
‘18
목표

학생수
‘17

집행액
(천원)

‘18
예산액
(천원)

7대 학습역량 연관도 단계정서 동기 고등
사고력

창의
성

문제
해결력

학습
전략

자원
활용력 합계

역량 9~12월
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1:1 학습지도 통해 문제
를 해결해 기초 수학 능
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을 가지고 있는 재
학생을 지원하여 
해당 학부생들의 
기초수학 관련 학
업 성취도를 향상
시킴

적으로 제한
∙ 사전 설문지를 만들어 학과, 학년, 

기초수학능력 수준 등을 미리 알고 
신청 시 자신이 기초수학 특강을 
듣기에 적합한지 사전에 파악하도
록 함

13 경진대회/
공모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기공모
전

12월
∙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학습역량과 6대 핵심역
량 계발 기여도 파악하
기 위한 공모전

∙ 참여 학생들의 의
견을 취합 향후 학
습지원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

∙ 수기공모전 진행 시 양식 첫 페이지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하여 각 분
야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도록 
함

165 100 18,499 10,000 50 50 100 심화

14 경진대회/
공모전

학습법공모전
(폐지)

∙ 대학생활 및 학습전략 
노하우를 소개하고 확산
하기 위한 공모전

∙ 공모전 참여 학생
들의 다양한 대학
생활 및 학습전략 
노하우를 소개하고 
확산

∙ 폐지(창의력 경진대회로 대체) 136 19,027

15 경진대회/
공모전

창의력 경진대
회, 공모전(신
설)

5월
11월

∙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공모전 ∙ 신설 50 5,000 70 30 100 적용

16 온라인
콘텐츠 

신입생 학습역
량강화 온라인 
콘텐츠운영

수시
∙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

응, 애교심 강화, 자기주
도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온라인 강좌

∙ 신입생들의 성공적
인 대학생활을 돕
고자 함

6,520 5,000 40 60 100

17 역량진단 학습역량진단
(LCT-CMB) 수시

∙ 학습과 관련된 인지
(Cognition), 동기
(Motivation), 학습 행동
(Behavior) 특성을 측정

∙ 진단을 실시한 학
생에게는 본인의 
학습역량을 종합적
으로 성찰할 수 있
는 개별 리포트를 
제공하고, 부족한 
학습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학
습역량 개발 프로
그램 제공

1,028 2,000 10,957 10,000 100 100

합계 2,424 2,620 233,633 214,400 70 270 330 170 190 220 5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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