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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양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고 만족도 및 요구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소재 4년제 6개 대학에서 교양교과목

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오피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52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3.6/5.0)

는 요구도(4.3/5.0)에 비해 낮게 나타나 교양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학생들은 

교양교과목을 주로 1~2학년에서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교양교육 전담기구(교양대학 등)에 대하

여는 대부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양교과목수는 ‘외국어 및 국제화 영역’ 교과목이 가장 

높은 반면 ‘사회봉사 영역’, ‘정보기술활용 영역’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교육성과 

중 ‘세계시민의식(3.25)’, ‘수리적 사고(3.26)’, ‘창의적 사고(3.29)’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국제

화역량과 세계시민의식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IPA매트릭스 분석에서 요구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과제의 분량과 난이도’와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 파악’, ‘적극적 참여’, ‘지식, 능력개발, 

기술 성취감’, ‘과제피드백’ 등에 대하여 주요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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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대학교육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거시적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시대를 살아갈 세대를 위한 혁신적 교육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전공에 매몰되기

보다는 교양교육에 기반을 둔 역량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이다.

세계적으로 대학교육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교양교육의 강화이다. 최근 세계 

대학들의 교양 교과목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교양 과목의 수업 차지 비율이 50.0~56.3%

에 이루고 있으며 북경대학의 경우에도 교양교과목 비율

이 41.4%를 차지하고 있다(윤유진 외, 2018).

4차산업혁명 시대는 분절화된 개별적 지식보다는 보편

적 지식,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능력 및 학문간 융합

능력 등 창의성, 문제해결력, 가치관, 감성, 대인관계, 의

사소통 등과 같은 역량을 요구한다. 기존 방식의 단일 

전공으로는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

으로 부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융합전공을 통하여 다

양한 학문을 접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교양교육의 이

념은 수요자 중심 교육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필요가 되었다.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소통, 사회수요

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변화의 틀을 만들

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교과목을 설정

하는 일도 중요하다. 보다 나은 교양 교과목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원 및 학생들의 교양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과 교양 교과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일도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교양교육 참여자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만족도 조사 및 요구

도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교양교육과목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는 미비하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박주호 외, 2014).

Newmann, Wehlagc(1993)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

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변화와 융합

의 시대는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추론하며, 준거에 비추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

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고차원적 학습은 기존의 

관행에 대해 학습자가 도전하게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박노윤, 2004)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Zeegers, 2004) 단편적인 학습에 비해 더 큰 즐거운 

학습경험을 하게 한다(Tagg, 2003 ; 이주이 외, 2018).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대학생들

에게 필요한 교양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그 결과는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 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대학 교양교육의 내용, 운영, 성과 및 평가요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만족도와 요구도는 어떠하며 

그 관계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교양교육에 요구

하는 사회적 요청은 증가하고 있다. 정보 활용 능력, AI, 

ICT 능력 뿐 아니라 개인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소

통, 글로벌 역량 그리고 융합인재 육성이 그것이다. 교양

교육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기초교육에서 벗

어나 문제해결능력, 의사전달능력, 공감인성능력, 리더쉽

능력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송경진, 2016, 정인모, 2016).

Schwab(2016)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회정서 역

량(social-emotional skill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의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이 인간 삶의 방향에 대해 

성찰능력과 새로운 지식습득, 변화에 대해 지혜롭게 적응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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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능력과 새로

운 지식습득,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전 세계의 유명 대학들도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하버드대학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 글로벌 사회

의 변화된 사회적⋅학문적 요구를 신교양교육과정에 반

영하여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교양 과목의 

수업의 비율(50.0~56.3%)도 높이고(윤유진 외, 2018) 학

제성과 해석적 이해, 그리고 학문 탐구의 접근법적 원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도 새로운 연합체제를 구축하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위해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라는 고등교육의 학제개편을 전면적으로 개편하

여 학점제, 교과 운영 등 기존의 교육체제에 있어서 변화

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럽 대학들이 

교양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교양교육에 대한 변화는 OECD(2018)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Competencies) 프로젝트에도 나타났다. 

OECD는 핵심역량 교양교육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할 것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지식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기본 역량 개발이 중요해졌음을 의미

한다. 핵심역량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및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 윤리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교양교육을 

개편하고 있다. 변모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양교육과정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량개발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융합

교과목과 학제간 코스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이 깊이 있고

(depth component) 폭넓은(breadth component) 학습이 가

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윤유진, 2018).

국가차원에서도 2008년부터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Advancement in College Education)을 통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 매년 재정 지

원을 하고 있다(김병주, 2016). 교양기초교육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하여 대학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여전히 전공을 보완하는 정도의 교육과정으

로 여겨지고 있다.

우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되는 교양교육의 

개념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교양교육은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는 의미에서 

공통교육(general education)으로 부른다(Rust, 2011). 반

면, 유럽에서는 고전과 문화적 전통에 치중하며 지식의 내

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로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

이 사용된다.

한국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교양기초교육’, ‘기초교양

교육’, ‘공통기초교육’, ‘기초교육’, ‘전공기초교육’, ‘자유

교육’, ‘일반교육’, ‘일반교양교육’, ‘인문교양교육’등으

로 명명되고 있다(강명구 외, 2010, 백승수, 2012). 일반적

으로 교양교육이라함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혹은 직업교육과 구분되며, 교육의 

목적에 따라 일반교육과 자유교육으로 구분된다.

또한 일반교육이라 함은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

에게 공통으로 제공되고(Rust. 2011) 전인적 인격체 형성

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의미한다(박주호 외, 2014. 손동현, 

2006). 반면, 자유교육은 자유롭게 폭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박주호 외, 2014. 이태수, 

1996). 최근 대학에서의 교양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일반

교육과 자유교육의 목표를 추구하는 교양교육이 강조되

고 있다(박주호 외 2014).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에서 표방하는 교양교육(liberal 

arts education, general education)은 우리나라 대학의 교

양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실시되는 폭넓은 지식을 간학문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성 및 기본소양과 지적능력을 함

양하는 일반교육이자 자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대는 우리나라 교양교

육의 중흥기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

들은 입학 후 1년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확인하고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학부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전공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게 

되었고 부전공, 복수전공 등 다전공이 증가하고 교양과목

의 이수학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융복합 교육과정

의 강화로 인해 학문간 연계와 교류를 증진으로 학과들이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문 간 융합이 장려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강화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교양기초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 방안으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대학 교양교육

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를 조사하고 세계의 선도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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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교양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2 교양교육 관련 인식조사 및 만족도 선행연구

교양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대학 차원의 단

순한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분석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치봉(2002)이 수행한 교양기초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에서 교양기초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및 교수의 

절반 가까이(학생집단 47.4%, 교수집단 42.2%)가 불만족 

한다고 답했다. 학생이 교수보다는 교양 및 기초교육과정

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양기초교육과정의 개편을 더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들은 전임교수

가 교양과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육

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보경 외(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교양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

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교양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들과 관계 수준,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지도 및 조언, 그리고 행정직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 결과 수도권 대학

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기옹 외(2012)는 연구를 통해 대학 교양교육과정 만

족도 및 강의 선택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교양교육과정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강좌 구성’을 지적하였다. 즉, ‘다양한 교과목, 이론 

및 실습의 적절한 배분, 단계별/수준별 구성, 학문적 가치

와 실용적 가치의 균형 있는 편성’ 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학생들의 강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과 ‘개인능력신장 및 지원시

설’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백평구(2012)는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만족도, 교육적 경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한 반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교양교육의 질적 수준, 

학사지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스럽지 못하

다고 응답하였다.

박주호 외(2014)는 교양교육의 대상자인 대학생과 교

양교육을 제공하는 교수자,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수집단

이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보다 ‘보편적 지성교육’ 관점의 

교양교육과 ‘전인적인 인격체 형성’에 대하여 인식 차이

가 높게 나타났다.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의 46.4%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은준(2017)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

하면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업내용과 학습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투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 역량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정윤 외(2008)는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학 교육에서 

고차원적인 능력인 문제해결 능력, 분석적 사고력, 의사소

통 능력, 팀원활동 영역, 그리고 국제화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길재 외(2015) 교양교육의 학습 성과를 핵심역량 영

역으로 분류를 통해 일반 교양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

로 핵심역량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양 교육과정이 지식 

획득의 차원에서 벗어나 능력과 역량 향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 학습 성과는 바로 

대학 교육을 통해 경험에 의해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양교육에서 지향하는 핵심역량은 인지적 영역과 비

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영역에는 고차원

적인 사고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의미한다. 문제해결 능

력. 분석능력, 비판능력이 인지적 영역에 포함된다. 비인

지적 영역에는 정서적인 측면을 의미하며 대인관계와 자

기 관리 등이 포함된다(최정윤 외, 2009). 교양교육을 통해 

창의성, 인성, 시민성 등을 함양하고 다양한 영역의 학문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전공분야의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직업

인으로서의 능력을 획득 할 수 있다(이보경 외, 2010).

이상의 교양교육의 만족도 및 교양의 역량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크게 중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역량교

육에 대해서는 교과목이 세분화되고 다양한 교과목이 설

강되고 교수학습 및 교육내용의 질적 제고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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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성별

남 127 50.4

여 125 49.6

전체 252 100.0

학년

1학년 49 19.4

2학년 85 33.7

3학년 57 22.6

4학년 61 24.2

전체 252 100.0

전공

인문⋅사회⋅법학 96 38.1

자연⋅공학⋅의료 102 40.5

예술⋅체육 54 21.4

전체 252 100.0

<표 1>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N %

1~2학년에서 교양교육

YES 214 84.9

NO 38 15.1

전체 252 100.0

1~4학년에서 교양교육

YES 144 57.1

NO 108 42.9

전체 252 100.0

교양교육 전담기구

(교양대학 등)

YES 179 71.0

NO 73 29.0

전체 252 100.0

교양교육상담기구

(센터 등)

YES 118 46.7

NO 134 53.3

전체 252 100.0

<표 2>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

3. 연구방법

3.1 설문대상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지방소재 4년제 6개 대학에서 교양교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오피스

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이며 설문조사

에 252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교양교육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총 252명 

중 남학생은 50.4%, 여학생은 49.6%로 나타났다. 학년별

로 2학년(33.7%), 4학년(24.2%), 3학년(22.6%), 1학년

(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별로는 자연⋅공

학⋅보건(40.5%), 인문⋅사회⋅법학(38.1%) 예술⋅체

육(2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3.2 설문 내용 및 방법

본 설문 조사는 학생들의 교양교육 경험, 교육과정 그

리고 만족도 및 요구도 등 세 개의 대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양교육 경험의 세부 항목에는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이

해, 교양교육 수강 교과목 수 등이 있다.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영역으로는 교양교육 내용, 교양수업 운영, 교양

교육 성과, 교양교육평가 등 4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하

였다. 마지막으로 교양교육 만족도 및 요구도 설문항목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설문은 3개의 대영역과 8개의 세부영역 그리고 6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양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영역은 2단계(YES, NO)나누어 이해정도를 답변하였고, 

그 외 나머지 세부영역은 ‘매우동의’, ‘동의’, ‘보통’, ‘동의

않음’, ‘전혀동의않음’ 등 5단계 Likert 척도로 그 정도를 

응답보았다.

학생들의 개인배경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사회⋅법학(인문계열, 사

회계열, 상경계열, 법학계열, 사범계열), 자연⋅공학⋅의

료(자연계열, 공학계열, 약학계열, 의학(보건)), 예술⋅체

육으로 나누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만족도 수준(as-is) 대비 미래 요구도 수준(to-be)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IPA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

료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교양교육에 대한 기초 조사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1~2학년에서 주로 교양을 배운다’ 문항에 긍정으로 응답

한 학생은 84.9%, 부정으로 응답한 학생은 15.1% 로 나타

났다. ‘1~4학년에서 고르게 교양을 배운다’고 답한 학생

이 57.1%인 반면 부정 응답은 42.9%로 나타났다. ‘교양교

육 전담기구(교양대학 등)’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71.0%

로 나타났으며 ‘교양교육 상담기구(센터 등)’에 ‘있다’고 

답한 학생은 46.7%로 ‘없다’고 응답(53.3%)보다 낮게 나

타났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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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표준편차

① 인문철학 영역(예: 논리, 도덕, 윤리, 역사, 문학, 어학 등) 252 1.65 1.194

② 사회과학 영역(예: 사회, 심리, 경제, 사회복지, 법률, 행정, 국제사회 등) 252 1.51 1.206

③ 자연과학 영역(예: 기초수학, 기초물리, 기초화학, 자연, 기술, 공학 등) 252 1.69 1.204

④ 문화예술 영역(예: 문화현상, 음악, 공연, 영화, 미술, 디자인 등) 252 1.45 1.300

⑤ 융복합 영역(예: 인문+과학, 공학+문화예술 등) 252 1.09 1.056

⑥ 종교 및 신학 영역 252 .29 .777

⑦ 사회봉사 영역 252 .45 .814

⑧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영역 252 1.27 1.021

⑨ 의사소통 영역(글쓰기, 말하기 등) 252 1.61 .803

⑩ 정보기술활용 영역 252 .92 .929

⑪ 외국어 및 국제화 영역 252 2.10 1.165

<표 3> 교양교육 교과목 수

교양교과목 중 세부 분야별 수강 교과목수를 조사한 

결과, ‘외국어 및 국제화 영역’교과목 수가 2.10개로 가장 

높았고 ‘자연과학 영역(예: 기초수학, 기초물리, 기초화

학, 자연, 기술, 공학 등)’1.69개, ‘인문철학 영역(예: 논리, 

도덕, 윤리, 역사, 문학, 어학 등)’이 1.65개, ‘의사소통 

영역(글쓰기, 말하기 등)’이 1.61개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종교 및 신학 영역’(0.29개), ‘사회봉사 영역’(0.45개), ‘정

보기술활용 영역’(0.92개) 교과목이 낮게 나타났다(<표 

3> 참조).

4.2 교양교육 내용

교양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교양교육의 목표가 명확

함’ 항목이 3.51로 문항 중 가장 높았고 반면 ‘다양한 

교양교과목’ 항목은 3.12로 문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 학년, 전공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

다(<표 4> 참조).

4.3 교양수업 운영

교양수업 운영에 있어서 설문반응을 분석한 결과, ‘적

절한 이수학점’이 3.57로 가장 높았고 ‘공정한 성적평가’ 

항목이 3.50으로 높았으며 반면 ‘적절한 강의 학생수’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 학년, 전공집단별 유의

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5> 참조).

4.4 교양교육성과

교양교육의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교양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3.55)’, ‘비판적 사고

(3.48)’, ‘자신에 대한 이해(3.4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계시민의식(3.25)’, ‘수리적 사고(3.26)’, ‘창의적 

사고(3.29)’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외국어 구사능력’은 

3.38로 평균에 그치고 있다. 성별, 학년, 전공 집단별 유의

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6> 참조).

4.5 성적 평가요인

교양교과목 성적에 대한 평가 요인으로 중요도를 조사

한 결과, ‘출석(3.89, ‘수업참여도(3.67)’, ‘수업 이해도

(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상호작용(3.19)’, 

‘수업으로 인한 변화(3.33)’, ‘교수와 논의(3.54)’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성별, 학년, 전공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7> 참조).

4.6 교양교육 만족도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3개 문항

으로 구성된 교양교육만족도 검사를 제작한 후 이 검사의 

신뢰도(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929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조사한 결과, 전체 만족도 평균은 3.63/5.00으로 나

타났으며 세부항목에서 ‘강의안내설명(3.92)’, ‘담당교수

의 전문성(3.92)’, ‘적절한 교재⋅학습자료(3.7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과제피드백(3.19), ‘적극적 참여(3.22)’ 항

목이 낮게 나타났다. 성별, 학년, 전공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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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재상에 

부합

다양한 

교양교과목

시대변화 

고려한 내용

교양교육의 

목표가 명확함

교양교육의 

교재 및 자료

성별

남

평균 3.36 3.20 3.34 3.57 3.40

N 127 127 127 127 127

표준편차 .783 1.003 .828 .697 .748

여

평균 3.22 3.02 3.10 3.45 3.46

N 125 125 125 125 125

표준편차 .809 1.103 .884 .689 .724

학년

1

학년

평균 3.20 3.24 3.35 3.49 3.53

N 49 49 49 49 49

표준편차 .763 1.071 .805 .681 .844

2

학년

평균 3.31 3.05 3.16 3.51 3.47

N 85 85 85 85 85

표준편차 .817 1.034 .857 .666 .700

3

학년

평균 3.23 2.96 3.16 3.54 3.28

N 57 57 57 57 57

표준편차 .802 1.101 .841 .629 .675

4

학년

평균 3.39 3.25 3.25 3.49 3.43

N 61 61 61 61 61

표준편차 .802 1.027 .943 .809 .741

전공

인문

사회

평균 3.33 3.18 3.19 3.52 3.54

N 96 96 96 96 96

표준편차 .804 1.066 .910 .754 .724

자연

공과

평균 3.31 3.04 3.25 3.48 3.38

N 102 102 102 102 102

표준편차 .703 1.052 .805 .685 .758

예술

체육

평균 3.17 3.15 3.20 3.54 3.31

N 54 54 54 54 54

표준편차 .947 1.053 .898 .605 .696

전체

평균 3.29 3.12 3.22 3.51 3.43

N 252 252 252 252 252

표준편차 .798 1.056 .863 .694 .735

<표 4> 교양교육 내용

4.7 교양교육 요구도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3개 문항

으로 구성된 교양교육만족도 검사를 제작한 후 이 검사의 

신뢰도(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899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추후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요구도 평균은 4.27/5.00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에서 

‘담당교수의 전문성(4.40)’, ‘과제의 분량과 난이도(4.38)’, 

‘수업내용 이해 파악(4.3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

획대로 진행(4.14’), ‘과제피드백(4.15)’, ‘교재⋅학습자료

(4.15)’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성별, 학년, 전공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9> 참조).

4.8 요구도 만족도 IPA

현재 만족도 수준(as-is) 대비 미래 요구도 수준(to-be)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족도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요구도 분석(need analysis)하기 위하여 IPA매트릭스 분

석을 실시하였다. SPSS의 IPA분석은 만족도와 요구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세부항목의 영역은 1. 유지관리 영역 

2. 과잉투자 영역, 3. 중점개선 영역, 4. 개선대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만족도 수준과 미래의 요구도 수준을 

측정하는 각 13개 항목에 대하여 Likert 척도 문항으로 

구성된 만족도 및 요구도 자료는 SPSS 25.0로 분석하였다.

교양교육에 대한 IPA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한 결과([그

림 1] 참조), 만족도의 평균은 3.6/5.0로 타나났으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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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평균 3.57 3.38 3.34 3.48 3.54

N 127 127 127 127 127

표준편차 .803 .872 .789 .815 .775

여

평균 3.57 3.16 3.27 3.44 3.46

N 125 125 125 125 125

표준편차 .797 .971 .874 .756 .713

학년

1

학년

평균 3.63 3.45 3.35 3.43 3.49

N 49 49 49 49 49

표준편차 .929 1.001 .903 .816 .869

2

학년

평균 3.52 3.36 3.39 3.48 3.44

N 85 85 85 85 85

표준편차 .781 .784 .818 .811 .698

3

학년

평균 3.42 2.95 3.30 3.28 3.56

N 57 57 57 57 57

표준편차 .706 .953 .778 .701 .567

4

학년

평균 3.72 3.30 3.16 3.62 3.54

N 61 61 61 61 61

표준편차 .777 .972 .840 .778 .848

전공

인문

사회

평균 3.64 3.42 3.30 3.49 3.54

N 96 96 96 96 96

표준편차 .835 .925 .896 .821 .780

자연

공과

평균 3.40 3.19 3.32 3.41 3.42

N 102 102 102 102 102

표준편차 .774 .909 .773 .749 .763

예술

체육

평균 3.76 3.17 3.28 3.50 3.57

N 54 54 54 54 54

표준편차 .725 .947 .834 .795 .633

전체

평균 3.57 3.27 3.31 3.46 3.50

N 252 252 252 252 252

표준편차 .798 .927 .831 .785 .744

<표 5> 교양수업 운영

도는 4.3/5.0 만족도보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

로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4분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유지관리영역’에 해당되는 만족

도가 높고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담당교수의 전문

성’과 ‘강의가 관심과 흥미롭게 진행’ 등 2개 항목이 나타

났다. ‘중점개선영역’에 해당되는 요구도가 높으나 만족

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과제의 분량과 난이도’와 ‘수업내

용에 대한 이해 파악’ 등 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과잉투

자영역 에는 만족도는 높으나 요구도가 낮은 항목은 ‘강의

안내설명’, ‘계획대로 진행’, ‘체계적 강의주제 내용’, ‘강

의의 적절한 난이도’, ‘교재⋅학습자료’ 등 5개 항목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와 요구도가 동시에 낮은 ‘개선대상영역’

에는 ‘적극적 참여’, ‘지식, 능력개발, 기술 성취감’, ‘과제

피드백’ 등 3개 항목이 나타났고 ‘과잉투자영역’과 ‘개선

대상영역’의 경계에는 ‘강의환경’, 항목이 있었다. 교양교

과목 개선을 위해서는 ‘중점개선영역’과 ‘개선대상영역’

의 항목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경험 및 만족

도와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양교육의 질 

향상과 수업개선에 활용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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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식

자신에 

대한 이해

사회⋅국가

에 대한 이해

세계시민

의식

비판적 

사고

수리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정보

기술

창의적 

사고

외국어 

구사능력

인성

함양

성별

남

평균 3.49 3.55 3.32 3.30 3.51 3.40 3.53 3.47 3.39 3.43 3.48

N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표준편차 .815 .763 .744 .759 .744 .857 .862 .785 .797 .793 .733

여

평균 3.26 3.36 3.27 3.19 3.45 3.12 3.58 3.30 3.19 3.34 3.34

N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표준편차 .853 .712 .807 .830 .756 .839 .754 .730 .830 .915 .890

학년

1

학년

평균 3.22 3.24 3.12 3.02 3.47 3.22 3.69 3.31 3.24 3.45 3.41

N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표준편차 .985 .855 .992 .901 .819 .985 .822 .895 .855 .937 .840

2

학년

평균 3.45 3.51 3.33 3.28 3.51 3.25 3.45 3.44 3.28 3.41 3.48

N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표준편차 .809 .629 .730 .734 .781 .858 .880 .715 .750 .877 .750

3

학년

평균 3.42 3.42 3.37 3.30 3.44 3.33 3.47 3.37 3.35 3.25 3.33

N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표준편차 .778 .778 .645 .823 .682 .764 .758 .645 .790 .808 .873

4

학년

평균 3.36 3.59 3.33 3.33 3.49 3.25 3.66 3.39 3.28 3.43 3.39

N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표준편차 .817 .739 .747 .747 .722 .850 .728 .822 .915 .805 .842

전공

인문

사회

평균 3.35 3.50 3.41 3.38 3.52 3.22 3.67 3.28 3.26 3.33 3.40

N 96 96 96 96 96 96 96 96 96 96 96

표준편차 .833 .768 .776 .757 .781 .849 .829 .750 .811 .879 .788

자연

공과

평균 3.37 3.40 3.24 3.19 3.48 3.37 3.37 3.48 3.27 3.44 3.35

N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표준편차 .807 .748 .747 .741 .728 .832 .832 .728 .785 .827 .766

예술

체육

평균 3.43 3.48 3.22 3.13 3.41 3.13 3.69 3.39 3.37 3.37 3.56

N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표준편차 .924 .693 .816 .933 .740 .912 .668 .834 .896 .875 .945

전체

평균 3.38 3.46 3.30 3.25 3.48 3.26 3.55 3.38 3.29 3.38 3.41

N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표준편차 .840 .743 .775 .795 .749 .858 .809 .762 .818 .855 .816

<표 6> 교양교육 성과

여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학년을 물었다. 84.9%의 학생들

은 1~2학년이라고 하였으나, 1~4학년에 고르게 교양을 

배운다는 학생도 57.1%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양교육 

전담기구(교양대학 등)’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71.0%로 

나타났다. ‘교양교육 상담기구(센터 등)’가 ‘있다’고 답한 

학생은 46.7%로 ‘없다’는 응답(53.3%)보다 낮게 나타났

다. 분야별 수강 교과목수를 조사한 결과, ‘외국어 및 국제

화 영역’교과목 수가 2.10교과목으로 가장 높았고 ‘자연

과학 영역(예: 기초수학, 기초물리, 기초화학, 자연, 기술, 

공학 등)’ 1.69교과목, ‘인문철학 영역(예: 논리, 도덕, 윤

리, 역사, 문학, 어학 등)’이 1.65교과목, ‘의사소통 영역(글

쓰기, 말하기 등)’이 1.61교과목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종교 및 신학 영역’(0.29개), ‘사회봉사 영역’(0.45개), ‘정

보기술활용 영역’(0.92개) 교과목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교양교육의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우선 내용에 

있어서 ‘교양교육의 목표가 명확함’ 항목이 3.51/5.00로 

항목 중 가장 높았고 ‘다양한 교양교과목’ 항목은 3.12로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양수업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은 ‘적절한 이수학점’이 3.57로 가장 높은 반면 ‘적

절한 강의 학생수’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양학

점이나 성적평가에 대해서는 만족하였으나 교과목당 학

생수에 대하여 불만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양교육의 

결과 나타난 성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

(3.55)’, ‘비판적 사고(3.48)’, ‘자신에 대한 이해(3.46)’ 순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계시민의식(3.25)’, ‘수리적 

사고(3.26)’, ‘창의적 사고(3.29)’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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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수업

참여도

수업투자

시간

교수와 

논의

상호

작용

수업 

이해도

수업내용 

효용성

수업

만족도

수업으로 

인한 변화

수업질적 

수준 평가

성별

남

평균 3.83 3.63 3.61 3.57 3.28 3.65 3.58 3.57 3.37 3.58

N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표준편차 .874 .862 .756 .832 .890 .782 .761 .793 .743 .672

여

평균 3.96 3.71 3.54 3.52 3.09 3.70 3.65 3.58 3.30 3.53

N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표준편차 .827 .821 .828 .829 .942 .672 .675 .753 .933 .819

학년

1

학년

평균 4.16 4.00 3.76 3.69 3.29 3.80 3.80 3.71 3.29 3.63

N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표준편차 .825 .842 .804 .796 .816 .735 .676 .736 .736 .755

2

학년

평균 3.81 3.58 3.49 3.47 3.08 3.71 3.62 3.61 3.33 3.53

N 85 85 85 85 85 85 85 85 85 85

표준편차 .852 .891 .868 .839 1.003 .704 .707 .674 .918 .796

3

학년

평균 3.81 3.67 3.53 3.54 3.23 3.53 3.51 3.53 3.26 3.53

N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표준편차 .811 .664 .684 .734 .907 .734 .710 .782 .897 .684

4

학년

평균 3.87 3.54 3.59 3.52 3.21 3.67 3.56 3.46 3.44 3.56

N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표준편차 .885 .867 .761 .924 .897 .747 .764 .905 .764 .742

전공

인문

사회

평균 3.82 3.79 3.64 3.64 3.31 3.69 3.67 3.57 3.34 3.56

N 96 96 96 96 96 96 96 96 96 96

표준편차 .906 .780 .783 .848 .898 .730 .721 .791 .792 .751

자연

공과

평균 3.93 3.58 3.56 3.48 3.22 3.70 3.64 3.64 3.39 3.63

N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표준편차 .859 .895 .851 .864 .929 .781 .755 .768 .881 .716

예술

체육

평균 3.94 3.63 3.50 3.50 2.91 3.61 3.48 3.46 3.20 3.41

N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표준편차 .738 .831 .694 .720 .896 .627 .637 .745 .855 .790

전체

평균 3.89 3.67 3.58 3.54 3.19 3.67 3.62 3.58 3.33 3.56

N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표준편차 .852 .841 .792 .829 .920 .729 .719 .772 .842 .747

<표 7> 성적 평가 요인

성적 및 평가 요인으로 중요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출석(3.89), 수업참여도(3.67), 수업 이해도(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상호작용(3.19)’, ‘수업으로 인한 

변화(3.33)’, ‘교수와 논의(3.54)’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교양교육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가 높은 항목으로는 ‘강의안내설명(3.92)’, ‘담당교수의 

전문성(3.92)’, ‘적절한 교재⋅학습자료(3.77)’ 순으로 높

게 나타났고 만족도가 낮은 항목 ‘과제피드백(3.19), ‘적

극적 참여(3.22)’ 가 나타났다. 추후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

도를 조사한 결과, ‘담당교수의 전문성(4.40)’, ‘과제의 

분량과 난이도(4.38)’, ‘수업내용 이해 파악(4.3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계획대로 진행(4.14’), ‘과제피드백

(4.15)’, ‘교재⋅학습자료(4.15)’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넷째, 현재 만족도 수준(as-is) 대비 미래 요구도 수준

(to-be)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IPA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의 평균은 3.6/5.0로 타나났으며 요구

도는 4.3/5.0 만족도보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

로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4사분면으

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지관리영역’에 해당되는 만족

도가 높고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담당교수의 전문

성’ 과 ‘강의가 관심과 흥미롭게 진행’ 등 2개 항목이 

나타났다. ‘중점개선영역’에 해당되는 요구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과제의 분량과 난이도’와 ‘수

업내용에 대한 이해 파악’ 등 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과잉투자영역’에는 만족도는 높으나 요구도가 낮은 항목

은 ‘강의안내설명’, ‘계획대로 진행’, ‘체계적 강의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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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안내

설명

계획

대로 

진행

흥미

로운 

강의

수업내용

에 대한 

이해파악

적극적 

참여

강의

주제 

내용

담당

교수

강의

난이도
성취감

적절한 

과제

과제

피드백

교재

⋅학습

자료

강의

환경

성별

남

평균 3.87 3.69 3.55 3.63 3.25 3.57 3.90 3.67 3.48 3.52 3.20 3.80 3.52

N 127 127 127 127 127 122 127 127 127 127 127 127 127

표준편차 .683 .639 .870 .795 .908 .603 .653 .578 .825 .785 1.016 .622 .890

여

평균 3.97 3.80 3.64 3.49 3.19 3.63 3.94 3.74 3.56 3.53 3.18 3.75 3.59

N 125 125 125 125 125 124 125 125 125 125 125 125 125

표준편차 .706 .684 .837 .839 .989 .680 .676 .634 .837 .857 1.058 .668 .862

학년

1

학년

평균 3.86 3.71 3.59 3.55 3.22 3.58 3.92 3.69 3.51 3.51 3.18 3.76 3.55

N 49 49 49 49 49 48 49 49 49 49 49 49 49

표준편차 .764 .677 .840 .818 .941 .647 .672 .619 .845 .820 1.014 .662 .867

2

학년

평균 3.98 3.79 3.60 3.51 3.19 3.60 3.92 3.69 3.52 3.54 3.15 3.75 3.54

N 85 85 85 85 85 83 85 85 85 85 85 85 85

표준편차 .636 .656 .848 .854 .970 .643 .640 .598 .840 .810 1.086 .634 .853

3

학년

평균 3.95 3.79 3.70 3.61 3.25 3.67 3.95 3.79 3.60 3.54 3.25 3.81 3.58

N 57 57 57 57 57 55 57 57 57 57 57 57 57

표준편차 .666 .647 .823 .774 .969 .640 .666 .590 .776 .867 1.023 .639 .865

4

학년

평균 3.85 3.66 3.49 3.59 3.25 3.53 3.90 3.66 3.46 3.49 3.20 3.79 3.56

N 61 61 61 61 61 60 61 61 61 61 61 61 61

표준편차 .749 .680 .906 .824 .925 .650 .700 .629 .867 .809 1.014 .661 .940

전공

인문

사회

평균 3.78 3.66 3.46 3.52 3.23 3.51 3.88 3.67 3.45 3.44 3.14 3.78 3.57

N 96 96 96 96 96 95 96 96 96 96 96 96 96

표준편차 .771 .662 .893 .821 .900 .666 .700 .627 .844 .818 .947 .652 .891

자연

공과

평균 3.90 3.76 3.63 3.52 3.18 3.60 3.89 3.70 3.54 3.53 3.18 3.75 3.56

N 102 102 102 102 102 99 102 102 102 102 102 102 102

표준편차 .668 .648 .807 .829 .916 .638 .659 .594 .804 .792 1.028 .640 .815

예술

체육

평균 4.19 3.85 3.78 3.70 3.30 3.77 4.06 3.80 3.61 3.67 3.31 3.81 3.52

N 54 54 54 54 54 52 54 54 54 54 54 54 54

표준편차 .517 .684 .839 .792 1.093 .581 .596 .595 .856 .869 1.195 .646 .966

전체

평균 3.92 3.74 3.60 3.56 3.22 3.60 3.92 3.71 3.52 3.52 3.19 3.77 3.56

N 252 252 252 252 252 246 252 252 252 252 252 252 252

표준편차 .695 .663 .853 .818 .948 .643 .663 .606 .830 .820 1.035 .644 .875

<표 8> 교양교육 만족도

내용’, ‘강의의 적절한 난이도’, ‘교재⋅학습자료’ 등 5개 

항목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와 요구도가 동시에 낮은 ‘개선

대상영역’에는 ‘적극적 참여’, ‘지식, 능력개발, 기술 성취

감’, ‘과제피드백’ 등 3개 항목이 나타났고 ‘과잉투자영역’

과 ‘개선대상영역’의 경계에는 ‘강의환경’, 항목이 있었다. 

교양교과목 개선을 위해서는 ‘중점개선영역’과 ‘개선대상

영역’의 항목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양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및 만족도와 요구도를 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은 교양교육을 주로 1~2학년에서 주로 배

우는 것으로 인식(84.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많은 대학들이 학부제를 도입하면서 입학 후 1년동안 학

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확인하고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일본 동경대학의 교양대학 고마바캠퍼스(Komaba Campus)

는 1~2학년에게는 ‘주니어 학부(Junior Division)’를 3~4

학년에게는 ‘시니어 학부 (Senior Division)’를 교육한다. 

‘주니어 학부(Junior Division)’에서는 예술과 과학 등 기

본교과목을 교육하며 ‘시니어 학부’에서는 학제간 융합 

및 글로벌 사고를 핵심으로 교육한다. 동경대는 교양을 

전공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기초과정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양도 전공과 더불어 수평적인 하나의 중심축이 

되도록 전 학년에 제공하는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 대학

의 교양교육에서도 이러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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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안내

설명

계획

대로 

진행

흥미

로운 

강의

수업

내용 

이해

적극적 

참여

강의

주제 

내용

담당

교수

강의

난이도
성취감

과제 

분량과

난이도

과제

피드백

교재

⋅학습

자료

강의

환경

성별

남

평균 4.20 4.06 4.28 4.28 4.17 4.14 4.36 4.17 4.20 4.31 4.13 4.05 4.18

N 127 127 127 122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표준편차 .643 .790 .629 .671 .725 .698 .638 .652 .618 .696 .739 .898 .791

여

평균 4.31 4.23 4.40 4.46 4.22 4.22 4.44 4.15 4.30 4.45 4.18 4.26 4.26

N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표준편차 .665 .709 .582 .616 .714 .679 .601 .708 .609 .677 .752 .812 .772

학년

1

학년

평균 4.29 4.14 4.37 4.40 4.22 4.18 4.45 4.16 4.29 4.41 4.16 4.18 4.22

N 49 49 49 48 49 49 49 49 49 49 49 49 49

표준편차 .677 .764 .602 .644 .715 .697 .614 .688 .612 .674 .746 .834 .798

2

학년

평균 4.26 4.15 4.31 4.34 4.16 4.20 4.36 4.15 4.24 4.39 4.15 4.13 4.20

N 85 85 85 83 85 85 85 85 85 85 85 85 85

표준편차 .639 .716 .598 .649 .705 .669 .614 .664 .610 .692 .732 .870 .784

3

학년

평균 4.26 4.14 4.33 4.39 4.25 4.19 4.40 4.21 4.28 4.40 4.14 4.18 4.23

N 57 57 57 56 57 57 57 57 57 57 57 57 57

표준편차 .642 .718 .607 .623 .689 .667 .593 .647 .620 .651 .718 .805 .756

4

학년

평균 4.21 4.13 4.38 4.37 4.16 4.13 4.41 4.11 4.20 4.31 4.16 4.13 4.23

N 61 61 61 60 61 61 61 61 61 61 61 61 61

표준편차 .686 .846 .637 .688 .778 .741 .668 .733 .628 .743 .800 .939 .804

전공

인문

사회

평균 4.24 4.10 4.34 4.39 4.18 4.18 4.40 4.13 4.21 4.38 4.21 4.14 4.21

N 96 96 96 94 96 96 96 96 96 96 96 96 96

표준편차 .677 .814 .646 .659 .740 .696 .640 .715 .631 .669 .724 .890 .794

자연

공과

평균 4.25 4.17 4.31 4.35 4.19 4.20 4.38 4.16 4.26 4.40 4.16 4.18 4.23

N 102 102 102 101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표준편차 .636 .705 .597 .655 .700 .675 .614 .656 .612 .679 .741 .813 .770

예술

체육

평균 4.30 4.17 4.39 4.37 4.24 4.15 4.44 4.22 4.28 4.33 4.06 4.13 4.22

N 54 54 54 52 54 54 54 54 54 54 54 54 54

표준편차 .662 .746 .564 .627 .725 .711 .604 .664 .596 .752 .787 .912 .793

전체

평균 4.25 4.14 4.34 4.37 4.19 4.18 4.40 4.16 4.25 4.38 4.15 4.15 4.22

N 252 252 252 247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252

표준편차 .655 .754 .608 .649 .718 .688 .620 .679 .614 .689 .744 .861 .781

<표 9> 교양교육 요구도

[그림 1] 교양교육 만족도 및 요구도 IPA

둘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내에 교양교육을 전담하

는 독립적인 기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80%의 대학이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유기웅 외(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대학들

이 외형적으로는 교양교육 기구의 지위를 확보하여 교양

교육을 강화되고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여전히 

필요하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브라운대학의 경우 교양

교육 상담센터로 Academic Advising Center가 있고 일본

의 동경대학에도 Advice Center가 있어 학생들은 교양교

육을 수강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있다(윤유진, 

2018).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이 교양교과목을 수강할 

때 도움이 필요해도 마땅히 상담을 할 조직이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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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다. 교양대학 내에 ‘상담기구(센터 등)’를 두어 학

생들의 교양에 대한 상담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수강한 교과목수를 조사에서 ‘정보기술

활용 영역’(0.92개) 교과목 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4차산

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화 기술 강화 측면에서 본다

면 우려스런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K-CESA(Korea Essential 

Assessment)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시스템을 개발하면서 6개 영역 중 ‘자원/정보/

기술의 처리 및 활용’에 대한 핵심역량을 강조한 바 있다

(2011, 진미석 외). 또한 ‘종교 및 신학 영역’(0.29개), ‘사

회봉사 영역’(0.45개)의 교과목 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들이 종교에 대한 감수성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성 측면에서 본다면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넷째, 교양교육의 성과는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역량에 

반영되며 이는 교양교육의 보편적 방향성을 설명하는 중

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 성과 항목 가운데 

‘세계시민의식(3.25)’, ‘수리적 사고(3.26)’, ‘창의적 사고

(3.29)’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수리적 사고(3.26)’, ‘창의적 사고(3.29)’ 항목이 낮게 

나타난 것은 김남희 외(2018)의 수리적문제 분석, IT 자원 

활용 능력 및 국제화 역량에서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에 

대하여 교양교육에서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

적 역량에 해당하는 ‘세계시민의식(3.25)’은 ‘외국어구사

능력’과 더불어 강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

과목 중 외국어교과목이 2.1개로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한

다면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 낮은 것을 의미한다. 외국어 

교육은 단지 언어적인 연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국제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만족도 수준(as-is) 대비 미래 요구도 수준

(to-be)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IPA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구도(4.3/5.0)보다 만족도(3.6/5.0)가 낮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교양교육에 대하여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교양교육의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만족도는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보경 외(2010), 백평구(2012), 박주호 외(2014) 등의 결

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교양교육의 만족도를 향상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양교육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여섯째, 교양교육에 대한 IPA매트릭스 분석에서 요구

도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과제의 분량과 난

이도’와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 파악’ 항목으로 나타나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만족도와 요구도가 

동시에 낮은 항목으로 ‘적극적 참여’, ‘지식, 능력개발, 

기술 성취감’, ‘과제피드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은 교양교과목 중 과제를 수행할 때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플립러닝 등을 활용한 교수법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2017, 

이경애). ‘과제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교양강의 

학생수 감소한다면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와 ‘지식, 능력 개발, 기술성취감’ 

등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는 교양의 특성상 전문성에 

있어서 전공에 미치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가 교양교과목의 경험 및 민족도와 요구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설문 

대상이 지방 4년제 6개 대학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그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조사가 지방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가 더 낮다는 

연구결과(이보경 외, 2010)를 고려한다면 지방대학의 교

양교육에 대한 개선은 앞으로 더욱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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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experiences in Liberal Arts education, analyzed satisfaction and needs, and studied the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based on the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students who 

are taking Liberal Arts courses at six local four-year colleges from December 2019 to January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irstly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general education (3.6/5.0) was lower than the demand (4.3/5.0). Second, 

students thought that Liberal Arts was mainly taught in 1st and 2nd grade. Most of the students recognized Liberal Arts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Liberal Arts college), but about one-third of the students still showed low recognition of 

such institutions. Third, the number of Liberal Arts courses were the highest in 'Foreign Language and Internationalization', 

whereas those in 'Social Services' and 'Information and uses for Technology Utilization' were low, requiring follow-up measures 

for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y and global citizenship. Fourth, IPA matrix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demand of the students. As a result of high demand but low satisfaction, 'quantity and difficulty 

of task' and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class' appeared.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tructor's understanding 

of the task for the students, and to grasp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of the class through an interim evalua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IPA matrix analysis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demand level (as-is) and 

the future demand level (to-be), the satisfaction level (3.6 / 5.0) was lower than the demand level (4.3 / 5.0).

Key Word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liberal arts subjects, satisfaction of liberal arts lectures, 

needs of liberal arts lect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