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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실시된 전문대 기초교양교육컨설팅의 성과과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전문대 기초교양교육컨설팅은 전문대학에 교양교육이라는 

화두를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 실시되는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교양교육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면서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을 피상적인 대상이 아닌 실체적인 당면 과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2018년에 시작하여 2021년까지 진행된 전문대 기초교양컨설팅에 참여한 대학은 전체 133개 전문대학 

가운데 41개 대학이 참여하여 30.8%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11개, 2019년 14개, 2020년 

14개, 2021년 7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컨설팅에 대한 전문대학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학은 실제적으로 컨설팅을 통하여 스스로의 교양교육 현황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전문대 기초교양컨설팅의 발전을 위해 첫째, 대학의 참여 확대 둘째, 사전진단보

고서의 품질 향상 셋째, 이행동의서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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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선행연구

1.1. 서론

기초교양교육이란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

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

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교양교육컨설팅 

기획위원회, 2016) 따라서 동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양교육은 대학의 수업연한이나 학

제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공교육과 함께 

고등교육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1998년 3월 1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전문

대학의 교과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게 되어 전문대

학의 교양교육제도는 대학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미숙, 2017:665) 이렇게 관련 법령이 완화되자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직업교육 중심대학이라는 정체성 

유지, 교육 당국의 정책적 요구,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전공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특히 최근의 NCS중심의 교육체제는 전문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시작된 전문대 기초교양

교육컨설팅은 전문대학에 교양교육이라는 화두를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 실시되는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

단에서 교양교육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면서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을 피상적인 대상이 아닌 실체적인 당면 과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실시된 전문대 기초교양교육컨설

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전문대 교양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 

자료를 통해 전문대 교양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선행연구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전문대 기초교양

컨설팅 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보다 실제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회 이

상 컨설팅에 참여한 대학에서 제출한 사전진단보고서와 

컨설팅단이 제출한 진단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1.2. 선행연구

최근 10년간 전문대학 교양교육을 다룬 논문은 약 33

편1)이 발표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2011-2014년 사이

에는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 방향을 다룬 논문 등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개별 대학의 교양교육 운영사례나 개별 교양교과

목의 운영사례를 소개하는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5-2018년에는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가운데 

NCS관련 논문이 7편이다. 해당 시기에는 전문대학에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하나의 불문율로 자리 잡

고 있었던 시기이다. 2019-2021년에는 13편의 논문이 발

표되었는데, NCS관련 논문은 1편에 그치고 반면 역량기

반 교양교육 관련 논문 2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때부터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언급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논문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기 발표 논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그 무렵 

시작한 전문대 기초교양컨설팅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그동안 전공교육에 매몰되어있던 전문대학에 기초교양컨

설팅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3. 주요 연구보고서

2019년에 진행된 ‘대학 교양교육 현황조사연구’2)는 윤

승준교수(단국대)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일반대 교수 3명

과 전문대 교수 3명3)이 참여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전문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일 것이다. 

연구에서는 일반대학과 함께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을 

1)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DBPIA(국내 학술 원문 제공 전자저널 서비스) 검색을 통해 확인된 학술지 게재(발표 포함)논문 기준

2) http://konige.kr/files/sub0201/thekyowoo20200423110749.pdf

3) 공동연구자: 권준원(동아방송예술대), 김수연(인천재능대), 김지영(서강대), 주현재(삼육보건대), 최예정(호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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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88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게재(발표)연도 발표자 논문명 게재(발표)학술지 주요 키워드

2011

문대성 전문대학 교양 체육수업 만족도와 인지도 및 운동지속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김경, 김경진, 이효진
전문대학 교양수업에서 블랜디드 러닝의 교수학습 유형에 따라 학습

성과, 만족도 및 수업 분위기에 미치는 효과
평생학습사회

2012 주현재 전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특별학기 사례연구 교양교육연구

2013

이지원, 정원희
(글로벌시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방향 탐색_전문대학 교양교육 

운영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권영심 명지전문대학교의 교양교육 운영사례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주현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교양교육 운영현황과 교수요원 인식

도 조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주현재 전문대학의 교육환경 변화와 교양교육의 방향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정원희
전문대학의 사회과학 교과목 인성교육 연구-교양행정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
이미정

의사소통 심화 과정으로서의 토론 수업 방안 연구-전문대학 교양국어

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이수현 창의력 계발을 위한 전문대학의 교양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2015

양영근, 정원희
NCS 직업기초능력과 산업체 교양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양교육과정 

개편 연구-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NCS

하경숙 대림대학교 교양교과목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발전 방안 리터러시연구

고명희, 권미진 전문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습과학연구

2016

허영주 NCS 직업기초능력의 교양교육과정 도입 전략 탐색 교양교육연구 NCS

진준화
NCS기반 전문대학 교양 중국어 교육과정 개발 모색-동아방송예술대

학교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집 NCS

주현재, 손지현
전문대학에서의 NCS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과 수행준거 개발의 필

요성-S대학 치위생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NCS

2017

최미숙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조휘형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하위능력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K대

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NCS

최윤경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을 통한 NCS 직업기초능력 향상 방안 교양교육연구 NCS

2018 박정규
직업기초능력함양을 위한 맞춤식 플립드 러닝 교수⋅학습모형 적용-

전문대학 방사선과 1학년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NCS

2019

조혜경 NCS 직업기초능력 고찰-의사소통능력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NCS

신동은, 윤영순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교양교육 사례연구-우리나라 전문대학 교양교

육에 대한 실천적 함의
교양교육연구

김은준 성찰적 글쓰기가 전문대 재학생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권준원 전문대학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김수연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인식 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0

김미령 교양교육의 현대적 의미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혁신방안 모색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조평규 역량기반의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실행 방안 인문사회 21 핵심역량

이운지 전문대학 교양교육 모델 제안을 위한 운영실태 및 인식 조사 연구 교양학연구

이수현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핵심역량

2021

권준원 전문대 기초교양컨설팅의 현황 및 사례분석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기초교양컨설팅

정철민 전문대학 교양 교육의 잘못된 신화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우영지, 박윤정 전문대학생을 위한 4차산업혁명개론 교양교과 개발 및 효과 교양교육연구

강화, 김안나
전문대학생의 몸마음챙김 명상 수업에 관한 통합연구-마음챙김, 신

체자각,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표 1> 전문대학 교양교육 관련 논문 목록(2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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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을 통한 일

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언

을 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해에 진행된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전문대

학 교양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는 한국전문

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전공심화운영협

의회,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이종엽교수(대전과학기술대학교) 외 4명4)

의 전문대학 교수진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이 연구

는 전문대학 교양교육 체제 운영 실태조사, 전문대학 교양

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 일반대학 및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입장의 교양교육 체제 분석, 전문대학 교양교육모델 제안

을 주요 연구범위로 하였다. 특히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인재양성, 평생교육시대에 대비한 인재양성, 혁신사업에 

대비한 교양교육 체제 구축, 전문대학 입장에서의 고유한 

교양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대학 교양교육 

체제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에 진행된 ‘전문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5)는 주현재교수(삼육보건대)가 연구책

임자로 참여하였으며, 공동연구자로 3명6)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에서의 기초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에 대하여 정리하고,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운영

현황을 국내외 전문대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에서의 기초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역

할과 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여 기초교양교육이 정상화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대학에서 기초교양교육 전담

조직이 조속하게 설치⋅운영되는 것이 선행조건임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설문 회수 자료 38건과 2018-2020년에 

진행된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사전진단보고서

를 분석하여 학제별 교양 교육과정의 구성, 학제별 교양이

수학점 비율, 교양교육목표 영역별 교양 교과목 제시 등을 

도출하여 전문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구성모델 기준 마련

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7)

2.1. 교양교육의 변천

전문대학은 현재 133개이며, 2-4년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을 통한 졸업생들의 취업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98년 이후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제도는 대학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되면서,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의 명

분 하에 전공교육에 집중하게 되고 교양교육은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2014년 무렵부

터 NCS기반의 교육과정이 전문대학에 확산되면서 NCS

직업기초교과목8)이 기초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운영

되면서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은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되

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교양교과목들이 NCS직업

기초교과목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 전문대학에서 NCS 

기반의 교육과정이 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둘째, 2021년에 실시된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진단

지표에 ‘교육과정 운영’(18점)에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위

한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6점)이 

포함된 것, 셋째,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컨설팅이 전문대

학 구성원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2. 교양교육의 목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목적/목표에는 ‘창의, 융합, 미래

사회, 문제해결’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키워드이며, 

‘진로, 직업, 전문성’과 ‘기초교육, 소통능력’이 교양교육의 

목표로 강조되고 있다. 그와 함께 ‘인격, 도덕, 리더십’과 

같이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적/목표를 반영한 키워드가 동

시에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양면적인 정체성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이다.

4) 공동연구자: 박효식(전주비전대), 배대성(경북보건대), 이민옥(목포과학대), 이운지(대전과학기술대)

5) http://konige.kr/files/sub0201/konige20210315141852.pdf

6) 공동연구자: 권준원(동아방송예술대), 배영희(오산대), 윤승준(단국대)

7) 윤승준 외(2019),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8) NCS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으로 현재 10개 분야에 3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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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2019년을 기준으로 전문대학 졸업이수학점의 평균은 2년

제 74.2학점, 3년제 111.2학점, 4년제 130.4학점이다. 그 

가운데 교양학점은 2년제 8.00학점(10.8%), 3년제 14.89학

점(13.4%), 4년제 20.84학점(16.0%)으로 전체 졸업이수학

점에서 평균 13.8%를 차지한다. 이것은 일반대학의 26.8%에 

비하여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교양 학점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교양교육을 통해 인간과 세게, 자연에 대

한 성찰과 이해를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기 어렵다. (주현재 외, 2020: 121)

한편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을 기관을 설치한 대학은 

약 59.30%이며, 최근 1-2년 사이에 설치된 대학이 대부분

이다.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아직 학과 중심으로 교양교육

이 운영되고 있어 전공기초 성격의 교과목이 교양교육과

정에 편성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3. 기초교양컨설팅 운영현황

3.1. 추진과정9)

2017년 교육부는 기존에 일반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

던 교양기초컨설팅을 전문대까지 확대 시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대 교수를 대상으로 그와 관

련하여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8년 교육부는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 시행계획에서 컨

설팅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라는 의견을 한국교

양기초연구원(이하 교기원)에 전달하면서 컨설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당장 2018년도에부터 전문

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교기원에서는 일

반대 교수 1명과 전문대 교수 7명으로 전문대 컨설팅 기획

위원회를 조직하고, 기획위원회는 수차에 걸친 회의를 거

쳐 일반대 컨설팅 진단항목을 전문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전문대 컨설팅 진단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문대 교양컨설팅의 준비과정에서 전문대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8년 5월에 전문대 보직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 교양기초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컨설팅 계획 수립 시 참고하였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전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컨설팅의 명칭을 일반대의 교양기초교육컨설팅과는 다르

게 기초교양교육컨설팅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준비과정을 

거쳐 7월13일에는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컨설팅 시범사

업에 참여 신청하라는 공문을 대학에 발송하였고, 문경대

학교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컨설팅 신청을 해왔다. 이 과정

에서 교기원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사업 

홍보를 위해 한국대학신문에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을 위

한 정책제언’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7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3.2. 컨설팅의 정의와 목적

한국교양기초연구원은 홈페이지에서 “기초교양 컨설

팅이란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질과 학교구성원들의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대학(총장, 기관 등)의 요청에 부응하

여, 1)교육과정개선, 2)교육내용심화, 3)교육역량제고, 4)

교육활동지원 등 기초교양교육이 당면한 내적⋅외적 과

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내 전문가 외부 전문

가들이 함께 문제를 진단하여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자문 활동을 말한다.” 라고 기초교

양교육컨설팅을 정의하고 있으며,10) 전문대학 기초교양

교육컨설팅의 목적으로는 “첫째, 전문대학에서 NCS기반

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교양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

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단 및 처방을 함으로써 기초교

양교육의 내실화 유도 및 교육 경쟁력 강화 둘째, 전문대

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기초학습 증진 및 직무수행에 필요

한 일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내실화 유도 

셋째, 글로벌 정보사회가 기대하는 인재, 곧 비판적⋅창

의적 사고와 구성원 간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도록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11)

9) 전문대 기초교양컨설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서는 당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전경애박사(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사무국장)와

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10) http://konige.kr/business/business_02_intro.php

11) http://konige.kr/business/business_02_result0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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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참여현황

<표 2>를 통해 살펴보면 2018년에 시작하여 2021년까지 

진행된 전문대 기초교양컨설팅에 참여한 대학은 전체 133

개 전문대학12) 가운데 41개 대학이 참여하여 30.8%의 참

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11개, 2019년 14개, 2020

년 14개, 2021년 7개 대학이 참여하였다.13) 2021년에 참여 

대학의 수가 다른 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후반

기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실시되어 대학들이 여타 프로그

램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 대학을 5개 권역별로 나눠보면 부산⋅울산⋅경남

권역이 전체 20개 대학 가운데 9개 대학이 참여하여 45.0%

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경

기⋅인천권역이 전체 43개 대학 가운데 16개 대학이 참여

하여 37.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광주⋅호남⋅

제주권역과 세종⋅강원⋅충청권역은 공통적으로 전체 24

개 대학 가운데 5개 대학이 참여하여 참여율 20.8%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대구⋅경북권역은 전체 

22개 대학 가운데 6개 대학이 참여하여 참여율 27.3%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참여 대학 가운데 중복 참여 대학은 4개 대학이 

있으며, 2회 참여 대학 3개, 3회 참여 대학 1개가 있다.

3.4. 진단영역

전문대 기초교양컨설팅의 진단영역은 일반대 교양기초

컨설팅의 진단영역을 토대로 하여 전문대의 현황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된 것이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적용된 진단영역은 2021년도 컨설팅을 앞두고 최근 개편

되었는데 진단항목이 새로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은 없으

며, 대학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다 명료하게 기술방식을 

변경하였고, 2020년도 기준으로 진단 4영역(행정지원 및 

수업운영)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이질적 진단항목이 

한 영역에 모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21년에는 기존의 

4영역을 4영역 ‘수업운영’과 5영역 ‘행정지원 및 평가환

류’로 진단영역을 분리하였다. 기존 4.1, 4.2, 4.3, 4.5 진단

항목이 진단 5영역 5.1, 5.2, 5.3, 5.4 진단항목으로 이동하

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진단영역에 대한 보다 명료

한 진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진단영역1.에서는 대학경영의 책임

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13) 연도별 참여 대학 수에는 중복 참여 횟수가 포함되어 있다. 

번호 대학명 권역 참여연도

1 문경대 대구/경북 2018

2 배화여대 서울/경기/인천 2018

3 거제대 부산/울산/경남 2018

4 여주대 서울/경기/인천 2018

5 오산대 서울/경기/인천 2018/2019/2020

6 강원관광대 세종/강원/충청 2018

7 한림성심대 세종/강원/충청 2018

8 계원예술대 서울/경기/인천 2018/2020

9 한국관광대 서울/경기/인천 2018

10 대동대 부산/울산/경남 2018/2020

11 한국영상대 세종/강원/충청 2018/2021

12 용인예술과학대 서울/경기/인천 2019

13 동서울대 서울/경기/인천 2019

14 수원여대 서울/경기/인천 2019

15 경북과학대 대구/경북 2019

16 조선간호대 광주/호남/제주 2019

17 인덕대 서울/경기/인천 2019

18 수원과학대 서울/경기/인천 2019

19 전주비전대 광주/호남/제주 2019

20 삼육보건대 서울/경기/인천 2019

21 동남보건대 서울/경기/인천 2019

22 유한대 서울/경기/인천 2019

23 부산경상대 부산/울산/경남 2019

24 연성대 서울/경기/인천 2019

25 송호대 세종/강원/충청 2020

26 동아보건대 광주/호남/제주 2020

27 한영대 광주/호남/제주 2020

28 대구보건대 대구/경북 2020

29 경북도립대 대구/경북 2020

30 춘해보건대 부산/울산/경남 2020

31 김해대 부산/울산/경남 2020

32 창원문성대 부산/울산/경남 2020

33 강릉영동대 세종/강원/충청 2020

34 부산여자대 부산/울산/경남 2020

35 순천제일대 광주/호남/제주 2020

36 경복대 서울/경기/인천 2021

37 울산과학대 부산/울산/경남 2021

38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울산/경남 2021

39 수성대 대구/경북 2021

40 장안대 서울/경기/인천 2021

41 대구과학대 대구/경북 2021

<표 2> 전문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참여 대학 (2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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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총장과 보직자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교양교육

의 개념과 전문대학에서 전공교육과 함께 교양교육이 강

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전문대학에 교양교

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과 보직자의 

교양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교양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

천 의지가 중요하다.

진단영역2.에서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양교육의 목표

가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되어 있는지, 교양 졸업학점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환류가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등을 묻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대

학이 교양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교양교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양 졸업학점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

시 전제되어야 한다.

진단영역3.에서는 대학이 교양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 적절하게 교양교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는지를 살

펴보며, 편성된 교양교과목은 교양교육의 보편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또한 교양교과목의 

개발과정에서 문화사회적인 변화양상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교과목 가운데 상당 수는 보편적인 교양교육의 목표

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한 교과목들이다. 이들 교과목은 전

공기초 성격의 교과목이거나, 취미 수준의 교과목인 경우가 

많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양

교과목 다운 교양교과목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진단영역 소영역 진단항목

1. 총장 및 구성원의 

교양교육 의지

1.1 총장 및 구성원의 

교양교육 의지

1.1.1 대학과 총장은 교양교육의 의의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1.1.2. 대학 구성원의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대학은 구성원의 이해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2.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

2.1 교육목표

2.1.1 대학 전체의 교육목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교양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2.1.2 대학이 설정한 교양교육 목표는 대학의 교육목표 및 보편적인 교양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반영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2.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점검

2.2.1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2.2.2 교양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2.2.3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3. 교과목 충실도 

점검

3.1 교과목 충실도
3.1.1 교양 교과목은 교양교육의 목표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3.1.2 교양 교과목은 보편적인 교양교육 목표에 맞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3.2 교과목 

연구개발

3.2.1 문화사회적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주제를 반영한 교과목들을 개발하고 있는가? 

3.2.2 교양 교과목 개설 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요자의 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4. 수업운영 4.1 수업운영

4.1.1 구체적인 강의계획서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제공되고, 수업은 강의계획서에서 제시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4.1.2 수강생의 능동적 학업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활용되고 있는가?

4.1.3 교양 교과목의 수강생 규모별 비율은 적절한가?

4.1.4 교양교육에서 on-line 교육의 활용은 어느 정도이며, 효과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5. 행정지원 및 

평가환류

5.1 교양교육 

담당기관

5.1.1 교양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전담 기관이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가?

5.1.2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폐를 주도하는 관련 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기구가 적절하

게 운영되고 있는가?

5.2 교수의 확보 및 구성
5.2.1. 교양교육을 담담하고 있는 전임, 비전임 교원의 비율은 적절한가?

5.2.2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5.3 교수개발 및 지원
5.3.1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은 있는가?

5.3.2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의 처우와 복지는 적절한 수준인가? 

5.4. 교육평가 및 환류
5.4.1 교양교육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양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환류 

시스템이 있는가?

<표 3> 전문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진단영역(2021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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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영역4.에서는 교양교과목의 수업운영 전반에 대하

여 살펴보며, 강의계획서의 충실성,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활용 여부, 수강생 수의 적절성, 온라인교육의 적절성 등

을 점검한다. 교양교과목은 전공교과목과 지향하는 목표

에 있어서 다르다. 교양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는 교양교

육의 보편적인 목표를 반영한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제시

되어야 한다.

진단영역5.에서는 교양교육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 여

부, 교양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교양교육 담당 

비전임교원의 비율의 적절성,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 자격

의 적절성,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에 대한 지원과 처우의 

적절성, 교양교육에 대학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여부 등

을 점검한다. 전문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의 편성⋅운영이 

학과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양

교육의 보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양교과목의 

개설 등 앞에서 제시한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

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독립

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3.5. 만족도

기초교양컨설팅에 대한 대학의 만족도 조사는 컨설팅 

첫해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 2018-2019년도에

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설문문항의 내용이 변경되어 실시되었다. 5점 척도로 조

사된 만족도조사에서 기초교양컨설팅에 대한 대학의 전

체 만족도는 2018년도 4.68점, 2019년도 4.64, 2020년도 

4.70점을 획득하여, 평균 4.67점을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

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 항목별로 살펴보면 ‘컨설턴트로서의 자세와 태도

의 적절성’은 3개년 평균 4.81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 만족도조사에서는 5점 만점을 획득하여 컨설턴

트들의 컨설팅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컨설턴트단의 역량을 묻는 설문은 2020년도에 실

시되었는데, ‘컨설턴트단은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는 4.5점, 

‘컨설턴트단은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파악하고 현

황을 정확히 이해하며 컨설팅을 수행하였다.’는 4.7점을 

획득하여 평균 4.6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 해 조사결과를 

근거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은 컨설턴트의 자세와 태

도의 우수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컨설팅 역량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컨설팅은 교양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라는 설문에 대하여서는 3개년 평균 4.66

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 4.61점, 2019년도 

4.68점, 2020년도 4.7점으로 향상되고 있어 컨설팅이 거

듭될수록 대학의 교양교육의 현황을 돌아보고 개선 사항

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팅에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는 평균 4.67점으로 나타났는데, ‘교기원은 컨설팅과 관련

하여 적절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였다.’ 문항에 대해서는 

2018년 4.52점, 2019년 4.77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설문조사에서는 ‘교기원 담당자는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컨설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였다.’ 에는 

4.5점, ‘교기원 담당자는 대학의 질문과 요청에 빠르고 친

절하게 응답하였다.’에는 4.9점을 나타내고 있다. 설문 결

과는 교기원이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2020년도에 처음으로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대한 만족

도를 조사하였는데, ‘컨설팅 결과보고서에는 교양교육 개

선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가 제공되었다.’에 대하여 4.4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향후 충실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단의 해당 대학 교양교육에 대

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제안이 기대된다.

4. 컨설팅 사례분석

컨설팅 사례분석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컨

설팅에 2회 이상 참여 한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개년도 모두 참여한 A대학과 2018년과 2020년 2개년

도에 참여한 B대학, C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진단영역별

로 컨설팅을 통해 나타난 변화와 성과 그리고 한계점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4.1 A대학 사례

A대학은 컨설팅 첫해인 2018년도에는 조직, 규정, 지침 

미비 등 전반적으로 구성원의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가 



99

전문대학 기초교양컨설팅 현황 연구

부족하고, 교양교육의 목표가 대학교육목표와 연계성도 

미흡하며, 직업기초능력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 있어 교양

교육의 보편적인 목표를 담고 있지 못하며, 교양교과목 

최소 이수 기준은 10학점으로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

기에는 부족하며, 생활영어, 청학품성, 성공 취⋅창업전략 

등 3개 교과목 6학점이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학생

들의 학습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교양교과목은 NCS중

심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치우쳐 있어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에 부합되지 않으며, 새로운 주제를 다룬 교과목을 개

발하거나 요구분석을 통한 교과목 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전공과 분리된 교양교육전담기구가 부재하

고, 50% 이상 교양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이 거의 

없으며, 교양 담당 교강사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A대학은 2차, 3차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의 교양

교육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3차 컨설팅 

진단 결과에서는 상당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교양교육의 체제 및 내용, 조직과 운영방식 등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교양교육 개선 후 학생만족도 

향상 등으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

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교양교육의 목표로 재설

정하였으며, 교양 졸업이수 학점을 2년제 12학점(16.7%), 

3년제 16학점(14.8%)로 상향 조정하였고, 전공기초 성격의 

교양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보편적 교양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주기

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신규 교과목 개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양교육 전담 조직으로 교무처 산

하 창의인성교양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교양교육 담당 교⋅

강사에 대한 외래강사실, 휴게 공간, 편의시설을 확보하

고, 강의 및 행정 부분에서의 지원을 보완하였다.

A대학이 3차례에 걸친 컨설팅을 통하여 이렇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에 반하여 교양교육의 목표는 새로이 정립

되었으나 영역별 교양교육의 목표는 부재하고, 일부 교과

목명의 경우에는 교과목의 내용을 드러내기에 적절하지 

않게 명명되었으며, 신규 개설 교과목의 학문영역에 있어

서는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기초학문 분야가 취약

하고, 교양교육을 전담할 전임교원이 부족하며, 교양교과

목에 다양한 창의적 교수법이 적용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B대학 사례

B대학도 A대학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 컨설팅에서는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진단항목에서 미흡하다는 진단

결과를 통보 받았다. 총장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

해는 명확하나 제도 혁신과 지원 등을 통한 가시적인 노력

은 다소 미흡하고,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의 수준이 높지 않으며,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대학 차원의 관심이 부족하며, 교과목들이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전공기초 성격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 부재로 

최근 3년간 신설된 교과목은 3과목에 불과하며, 수요자의 

요구보다는 주로 학교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한 교과목 개

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교양교육 전담 조직은 없고 

교무팀이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양교육과정은 

학과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양과정과 교무팀에서 운영하

는 공통교양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양교육 전담 교원

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의 경우 2년 후에 진행된 2차 컨설팅의 진단결과에

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모델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교양과정을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

양교육, 실용교육 4개의 영역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전공

기초 성격의 교양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보편적 교양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교양교육 

담당 강좌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교양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과목의 충실도, 교양 담당 교수에 

대한 역량 개발 및 처우와 복지개선 영역에서 1차 컨설팅

에서 개선권유 받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특히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점, 오히려 교양 이수학점이 축소된 점14), 교양교육 

전담 조직이 신설되지 않는 점 등은 해당 대학의 교양교육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4) 3년 학제의 경우 2018학년도까지는 교양이수학점이 16학점이었으나 졸업학점이 120학점에서 110학점으로 축소되면서 12학점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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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대학 사례

C대학이 2018년 컨설팅에서 진단받은 내용 가운데 미

흡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성원들의 교양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대학 교육목표와 교양교육의 목표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하였고, 교양교과 편성 비율에 대한 재검토

가 요구되었으며, 전공 성격이 강한 교양교과목이 편성되

어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지 못하였고, 문화사

회적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에 대한 

개발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창의인성

센터에서 교양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나 해당 센터가 교양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목 개폐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에 대한 별도의 처우와 복지

가 미흡하고, 교과목이 교과목표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대학의 경우 2차 컨설팅에서 창의인성센터(2018)를 

교양교육혁신센터(2019)로 명칭 변경하고, 전임교원 및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교양교육의 운영 및 지원정책을 수

립하는 등 기초교양교육의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강화

하고, 관련 위원회를 통해 교양교육과정의 개폐를 심의하

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으나, 여전히 대학 구성원의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고양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교양교육에 투여되는 학점, 인력, 예산

에 있어서도 미흡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교양교육의 

목표와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갖추도록 개선되지 

않았으며, 간호학부를 제외하고 교양 졸업이수학점이 규정

에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교양교육의 목표에 맞지 않은 

전공 성격의 교양교과목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 사회적으

로 새롭게 나타난 주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미흡하며, 

수요자의 지적 요구 역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양교

육 강좌 담당 교강사에 대한 처우 및 복지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한편 이들 3개 대학의 컨설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

여주고 있는 현상은 대학이 스스로 교양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작성한 사전진단보고서의 진단내용과 컨설턴

트단의 진단내용이 여러 진단항목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대학은 진단항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기술을 한 반면 컨설턴트단은 대학의 견해에 반하여 부정

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대학이 

자기 대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외부로 내보내는 것

에 대한 방어심리도 작용하였겠지만 진단항목의 내용과 

교양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가 보편적인 교양교육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느냐는 

진단항목에 있어서 보편적인 교양교육의 목표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경우 해당 대학의 미흡한 실제와는 다르게 

적정의견을 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까지 4년간 진행된 전문대 

기초교양컨설팅에는 총 133개 전문대학 가운데 41개 대학

이 참여하여 30.8%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길지 않은 

기간에 많은 대학이 교양교육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컨설팅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컨설팅이 전체 전문대학에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가 있다. 특히 NCS가 전문대학 교육과

정의 기반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이 공감을 형성

하면서, 교육정책당국과 전문대 구성원들의 시선이 교양

교육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기초교양컨설팅이 전

문대 교양교육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갖게 한다. 다만 연차별 참여 대학의 수가 2018년 

11개, 2019년 14개, 2020년 14개, 2021년 7개 대학으로 

답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컨설팅에 대한 전문대학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학은 실제적으로 컨설팅을 통하여 

스스로의 교양교육 현황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성과

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컨설팅을 2회 이상 받은 

3개 대학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컨설팅 이후 개선권유 

사항을 대학의 정책에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개선 성과를 

도출한 정도가 대학별로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어떤 대학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개선권유 

사항의 많은 부분을 개선⋅보완한 반면 또 어떤 대학은 

최초 컨설팅과 이후 컨설팅에서의 진단내용의 차이가 크

지 않아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행된 전문대 기초교양교육컨설팅의 발전

을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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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문대 기초교양교육컨설팅에 보다 많은 대학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실시되

어야 한다. 전문대학이 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여야 하며, 특히 교양교육의 

확대가 전문대학의 미래경쟁력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133개 전문대학이

라는 타킷이 명확한 만큼 전문대 기초교양교육컨설팅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

며, 이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를 비롯한 대학 행정부서장 협의회 등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전진단보고서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각 대학이 교기원에 제출하는 사전

진단보고서 품질의 대학별 편차가 매우 크다. 대학이 제출

하는 사전진단보고서의 품질이 미흡하면 해당 대학의 교양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현황 분석에 

기반한 양질의 컨설팅이 이뤄지기 힘들게 된다. 향후에 

전문대 기초교양컨설팅이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기원이 중심이 되어 전문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사전진단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메뉴

얼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통하여 대학이 스스로 교양교

육에 대한 자기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사전진단보

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전진단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용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이 이행동의서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도록 의

무화해야 한다. 현재 대학은 컨설팅 종료 후 교기원에서 

보낸 진단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이행동의서를 작성

하여 교기원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동의서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야 할 의무가 대학에 있지 않고 교기원도 그것에 대하여 

강제하지 않고 있어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권유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컨설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기원이 

이행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컨설팅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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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basic general education consulting for 

junior colleges over the past 4 year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he basic consulting for general education at junior 

colleges, which started in 2018, brought up the conversation topic regarding general education at junior colleges. Also, as 

general education was included as one of the the basic competency diagnostic evaluation items of junior colleges to be implemented 

in 2021, junior colleges began to accept general education as a practical task rather than as a superficial object.

From 2018 to 2021, 41 junior colleges out of a total of 133 junior colleges participated in the basic general education 

consulting program, and the participation rate was 30.8%. 11 junior colleges particpated in 2018, 14 in 2019, 14 in 2020, 

and 7 in 2021. The junior colleges satisfaction with the consulting conducted to date has been quite high, as the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actually check and improve the status of basic general education through the consulting program.

In th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general education consulting for junior colleges in the future, three things are 

proposed: First,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among junior colleges, second, quality improvement of the pre-diagnosis report, 

and thir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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