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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교양교과목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와 활용 수준, 역량기반교육 

실천과정에서의 어려움, 역량기반교육 실천을 위한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그들의 역량기반교육의 실천

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남 지역에 소재한 J대학교 교양교과목 

담당 교원 18명을 대상으로 FGI가 실시되었으며, 인터뷰 결과는 교원의 강의경력,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 담당 교과목의 학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되었다. 그 결과 첫째,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수준은 교원의 강의경력보다는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량기반교육 실천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역량기반교육의 설계 및 

실행, 교양교육 특성에 따른 조정, 교육여건 등 세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교원의 역량기반교

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이 부족하고 담당 교과목의 학문 분야가 기초학문일 경우에는 교과목의 주역량 

설정과 같은 기초적인 것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량기반교육의 실천을 위한 

요구사항은 특강과 같은 교육지원, 평가도구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체험형 학습지원, 학문 분야별 

또는 역량별 사례공유회 및 교수공동체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이 없는 교원들은 특강 형태의 교육지원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했으며, 특강 등의 일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트와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가도구개

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교원들은 더 구체적인 사례나 정보공유를 위한 교수공동체 및 워크숍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담당 교과목의 학문 분야가 기초학문인 경우에는 특히 역량기반교육 

실천에 대한 더 많은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문분야별 사례공유

회 및 교수공동체 지원을 더욱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역량기반 교양교육과 교수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차원의 몇 가지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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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이 급속하게 역량 중심 교육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식의 반감기가 빠르게 줄어들고, 정보화

로 인해 기업의 정보가 넘쳐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 협력이 중요한 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점차 지식을 빠르

게 습득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추론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함께 개인의 긍정적이고, 도전적이며, 성취지향

적인 성향 등이 현대사회의 적응과 성공에 필수요소가 된 

데 따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재상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전면적인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양교육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생애 역량을 

함양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

청받고 있다.

여기서 역량이란 말 그대로 ‘주어진 상황에 필요한 행동

을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직무

나 업무에 한정된 맥락을 넘어 개인이 사회에서 성공적으

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한

다(소경희, 2009). 따라서 핵심역량은 이들 역량 중에서도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다 일반적이고 중핵적

인 생애 능력’을 의미한다. 핵심역량이란 용어가 처음에

는 산업혁명과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공통 능력을 의

미하는 것으로 다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으나(진미석, 손

유미, 주휘정, 2011) 점차 개인의 일생을 아우르는 보다 핵심

적이고 일반적인 역량을 다루도록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핵심역량이란 ‘대학교육을 통해 향

상시켜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공통 능력’의 의미로 

사용되며(최연화, 최경애, 2021), 이런 이유로 대학의 핵

심역량은 교양교육과정이 대응해야 할 중핵적인 연결 개

념으로 보편화되고 있다(이은화, 윤소정, 허승희, 2011). 

그 결과 많은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와 방향이 핵심역량

을 중심으로 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급속하게 재편

되고 있다(송영숙, 2019; 윤지영, 유영림, 2018). 그리하여 

초기에 교양교육과정에 ‘어떤’ 역량을 선정하고 포함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던 역량기반 교양교육에 관한 대학의 

관심은 점차 역량 선정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은 ‘어떻게’ 

이들 역량을 실제 교양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설계⋅운영

할 것인가의 실천적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이주연, 2018). 

또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는 국가 주도의 여

러 대학평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학교육에 역량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09년으로 정부가 대학교육의 질 제

고를 목표로 추진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이었으나, 대학교

육이 역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실제적인 관심

을 가지고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대학구조

개혁평가 때부터다. 이 평가에 제시된 역량 관련 평가지표

를 보면, 학생지원 영역의 ‘학생 학습역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개선 실적, 교육과정 영역의 ‘핵심역량 제고

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지표가 그것이다. 그러나 2015년 

평가에서 교육과정 영역 평가는 1차 평가에서 기준 미달

로 분류된 대학에 한해 실시되었던 2단계 평가지표인데

다, 그마저도 역량기반교육체계의 모든 요소를 구체적인 

평가내용으로 포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역량 중심 교양교

육과정 운영이 본격적인 대학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

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역량기반교육의 실천 정도가 주요 평가대상으로 거론되

지는 않았다. 비록 교육과정 영역이 1차 평가의 대상이 

되긴 하였지만, 역량 관련 평가지표는 학생지원 영역의 

‘학생 학습역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개선 실적’만 

포함되었을 뿐, 교육과정⋅강의 개선’영역은 2015년 2차 

지표였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이 아니라 

대신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체계적 노

력’을 진단 요소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설정된 핵심역량

과 교양교육과정과의 구체적인 연결성은 특별히 요구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구

축을 본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대

학기본역량진단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평가에서는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으로 진단지표명이 바

뀌었으며, 진단요소로 핵심역량의 설정과 그 방법의 타당성, 

핵심역량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타당성, 핵심역량과 발

전 계획 간의 연계성,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 

편성⋅운영의 적절성, 환류를 통한 교양교과목 개선⋅보완

의 적절성 등이 진단의 주안점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사실상 대학들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의 

설정’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둔 시점이었으며, 역량과 교육과정을 직접적이고 본격적

으로 연계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평가를 대비하는 시점

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양교육과정의 개편 사례나 교과목 개발 결과들은 여

러 대학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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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기관의 외부 평가에 의해 대학 교양교육과정이 빠

르게 재편되다 보니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과정에 

대한 철학적, 비판적 검토와 논의는 미약한 실정이며(박혜

정, 2018), 역량기반교육의 실천에 필요한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이해도나 역량 수준의 진단, 교원역량 개발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연구도 부족

한 실정이다. 

그러나 모든 교육과정 개편의 성공이 그러하듯이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역량기반교육으로 성공적으로 개편⋅구

현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역량 

확보가 필수이며, 이들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허

영주, 2016). 교과목이 달성해야 할 주요 역량을 설정하고,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교육성과 평가를 역량기반

으로 재구성하는 주체가 교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의 핵심역량과 성취수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원의 이해

와 인식 수준이 역량기반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에 영향

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강상희, 2020; 박혜

정, 2018; 허영주, 2016). 그러나 교양교육 분야에서 역량

기반교육에 대한 담당 교원의 인식과 필요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며(임수민, 윤회정, 방담이, 2020), 

특히 교원의 생애주기에 따라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이렇게 볼 때 교과의 내용적 지식보다 학생

의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학 교양교육의 특성상 

교양교육을 담당한 교원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 수준,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기반 교양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원들의 핵심역량 및 역량기반교

육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교수들의 강의경력, 담당 교과목의 학문 분야, 역량기반교

육에 대한 사전 경험에 따라 현재 실천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이에 따라 그들이 

느끼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

움과 지원 요구 방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생애주기별 경험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느끼고 있는 역량기반교육으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

움과 지원방안을 동시에 파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역량

기반교육을 위한 교원역량개발을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1. 교양교육에 참여하는 교원의 역량기반교육

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교양교육에 참여하는 교원의 역량기반교육 

실천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교양교육에 참여하는 교원의 역량기반교육 

실천을 위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대학 교양교육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 배경과 

실천과제

역량기반교육(Competency-Based Education)이란 역

량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능력

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그런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량기

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이란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수-학습을 전개

하며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양교육과정에 역량기반교육을 도입

하는 목적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

하기 위해 현재의 역량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을 진단⋅분

석하고, 교양교육과정의 교육경험을 통해 학생이 목표 

역량을 함양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전은화, 2021), 

이를 통해 삶의 실제 장면에 대한 교육의 궁극적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도입 배경은 4차 산

업혁명과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으로 삶의 환경

이 급변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인재상과 미래 직업을 위한 

일반적이고 중핵적인 역량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

다(김혜경, 김경미, 2016). 교양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지식

의 성격과 지형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 구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보편화, 디지털 네이티브의 일반

화는 교양교육 자체의 미래에 고민을 던졌으며, 이로 인해 



84

교양 교육 연구 Vol. 16, No. 3 (2022년 6월)

핵심역량 교육에 대한 탐구는 교양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도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생애능력으로서

의 핵심역량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학의 관점에서

도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생겼다. 모든 학생

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직업 역량

과 함께 자아를 성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 맥락 

안에서 타인과 사회를 조율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핵심역량

의 함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미래 사회의 필요와 산업 변화를 진단하고, 그에 필요한 

인재상과 대학구성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여 핵심역

량을 도출하는 한편, 이제는 ‘어떻게’ 이들 역량을 교육과정

에 반영하고 설계⋅운영할 것인가의 실천 문제를 고민하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이주연, 2018). 

그런데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

가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와 복잡한 이슈를 안고 

있다. 비록 역량기반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합의하거나 공감했고, 또 실제 교양교육과정의 목표가 되

는 핵심역량을 설정했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은 조직과 사람, 해결방안의 모색, 수업모형의 개발과 

수정, 갈등과 합의, 동기부여와 지원, 교육과 훈련 등 다양

한 종류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실천을 통해 성

공을 보이기까지 다양한 절차와 고려 요소, 다양한 사람들

의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므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인재상, 교육목표 등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은 물론, 각 부서의 구성원과 그들의 

업무 및 예산 분배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필요

하다. 일반적으로 역량기반교육의 전개 과정은 ① 교육목

표 재확인 및 인재상 확립, ② 핵심역량 모델링, ③ 역량기

반 교육과정 유형 개발, ④ 역량기반 교과목 개발 및 역량 

매핑, ⑤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⑥ 역량기반 교수

학습법 개발 및 보급, ⑦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⑧ 역량기반 교육성과 평가, ⑨ 역량기반교육의 

질 관리 및 환류 등이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진다

(백승수, 2020). 이 과정에서 대학은 교육의 목적과 과정 

하나하나를 핵심역량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

는데, ① ~ ② 단계는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연구조직이나 

일부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으나 

③ ~ ⑨ 단계까지의 과정은 각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개별 교원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와 

구성원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성공적으로 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지혜, 이병길, 권승아(2019)는 대학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목표-교육과정-평

가의 유기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세 

가지의 설계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첫째,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수요의 트렌드와 니즈를 분석하여 교육목표

를 탐색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교육과정과 

평가의 연계를 위하여 개별 교수자는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수행준거와 교수학습,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

계할 것, 셋째, 교육목표-교육과정-평가의 연계를 종합적

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교과목별 역량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분석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양교육과정은 

지식으로서의 기초학문과 기술로서의 역량과 가치 및 태

도로서의 인성이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교육과

정으로(백승수, 2020), 기초학문과 역량, 가치와 태도 사이

에 조화와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모형과 평가

모형이 필요하고, 이를 실제 적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역량 중심 

교육의 성공과 검증을 위해 많은 연구와 실천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과제

는 수업모형과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로서, 역량기반 교육

과정은 철저하게 학생들의 역량 발달에 초점을 둔 수업모

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하며, 나아가 역량 발달에 초점을 

둔 사전 사후평가를 통해 역량의 발달을 검증해 내야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가르쳐야 할 내용 즉, 교과 자체에 주력

하는 지식 중심 교육과정이나 학생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

정을 구성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완전히 다른 점이다. 

셋째, 역량기반교육의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역량기반교육의 실행 주체인 교직원들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능력을 높이는 일이

다. 교사들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교사들

은 대부분 역량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만, 그 역량을 실제 교육과정이나 교과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

다(구교은, 2015; 한혜정 외, 2018). 이것은 역량기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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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수역량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들의 교수역량을 

어떻게 개발하고 수업을 지원할 것인가가 역량기반교육

의 중요한 성공 요소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장의 교원들

이 역량기반교육의 실천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를 밝히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교원역량개

발 프로그램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

가 있다. 

이에 대학 교양교육 분야의 역량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역량요인의 도출과 핵심

역량 진단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김혜영, 이수정, 2013; 

우정원 외, 2017; 김희연, 민경석, 정지영, 2018),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의 설계 및 개발 모형 연구(박

혜정, 2018), 역량기반 교양 교과목 개발 연구(전은화, 정효

정, 서응교, 2015), 특정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법 

개발 사례 연구(이영환, 김용기, 2019), 교양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나 교과목과 핵심역

량의 부합 정도 등에 대한 학생의 인식 분석 연구(정선호, 

2016; 황경수, 권순철, 고봉조, 2015) 등이 있다. 이들 연구 

범주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교양교육 분야에서의 역량중

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는 대학 인재상에 

기초한 핵심역량의 구체화, 핵심역량 진단 도구의 개발로 

대변되는 역량 평가방법 개발, 역량기반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실행에 관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량기반 교양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원의 교수역

량과 그러한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는 아

직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2.2. 역량기반 교양교육을 위한 교원 인식 관련 연구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수월성 향상은 결국 교육 즉, 

교수-학습의 질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은 대학 교원들의 교

수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노혜란, 최미나, 2004; 

Tigelaar et al., 2004). 마찬가지로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

의 성공적인 운영 또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수역량이 전제조건이며, 

이것이 성립되어야 역량기반교육의 제대로 된 실천이 가

능하다. 따라서 대학이나 교양학부 차원에서 역량기반 교

육과정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교양교육과정

의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

해와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

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허영주, 2016). 이것은 역량과 역량

기반교육에 대한 교원의 인식이 해당 교과목의 핵심역량 

선정과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의 선정과 실천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양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기반 교육과

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및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은 

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

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양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교양교육 교원의 

교수역량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이경숙, 2021; 강상희, 

2020)와 일반 대학교원의 교수역량 유형 연구(강경희, 박선

희, 2017; 박은숙, 김경미 2021; 정인호, 이은진, 2012; 엄미

리, 2012)에서 다루어져 왔다. 

먼저 대학 교양교육 교원의 교수역량 실태 및 역량 개발 

관련 연구부터 살펴보면, 이경숙(2021)은 교양 담당 교원

들의 교수역량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결과, 대체로 역량기

반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교과목의 주

역량을 설정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설문에서는 교육내용

을 많이 선택했지만, 서술 응답에서는 교육방법과 교육성

과를 기준으로 한다고 대답했으며, 티칭 포트폴리오의 요

소에 대해서도 수업계획서, 교육목표진술, 학생성취목표

와 같이 교수자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게 인식하지만, 

학생답지 샘플, 성적분포표, 평가 문항 등 교육성과나 평가 

관련 요소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도 많은 교원들이 역량기반교육에 

대해 제대로 된 수행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역량 개선의 

새로운 방안으로 백워드 교육과정의 활용, 교원 연수, 교

원 상호 리뷰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는 엄미리(2012)에 따르면, 테크놀로지 내용, 교수지식 역

량의 각 영역과 세부 영역에 대한 대학 교원들의 역량중요

도와 역량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한편, 강상희(2020)는 교양교육 담당 교원의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한 방법으로 교원들을 교과중심평가(course- 

embeded assessment)를 적용한 역량기반 교과목 개발 프로

젝트에 참여시키고, 수업을 설계⋅운영토록 하였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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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로젝트 참여 교원들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역량기반교과목의 설계 및 운영에 필

요한 실제적인 수행능력에 대해서도 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여기서 교과중심평가란 역량기반

교육의 설계와 운영에 필수요소로서, 평가를 수업활동의 

일부로 보고, 학습목표의 달성 정도를 수업과정에서 평가

하는 과정중심평가를 말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과 교원들이 역량기반교과목 운영의 핵심 요소(교과중

심평가를 통한 수업설계,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과목 학습

목표의 진술, 학습목표별 적합한 평가방법의 설계, 과정중

심평가의 결과분석을 통한 교육개선안 도출 등)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는 것은 교원들이 실제 역량

기반 교과목을 설계⋅운영해본 결과 그것의 교육적 효과성

을 경험하고 인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프로젝

트에 참여함으로써 역량기반교육의 수행요소에 대한 자신

의 교수효능감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교과중심평가

를 적용한 역량기반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교원의 

교수역량 개선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대학 교원의 교수역량을 다룬 연구들(강경희, 

박선희, 2017; 박은숙, 김경미 2021; 정인호, 이은진, 2012)

을 살펴보면, 이들은 역량기반교육이나 교양교육 교원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교원의 역량 개발에 다양한 시사점

을 주고 있다. 먼저, 강경희, 박선희(2017)의 연구에 따르

면, 대학 교원의 교수역량은 크게 3개의 하위역량(기초역

량, 교육실천역량, 공통체역량)과 10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기초역량에는 대학교육의 이해, 교육철학

과 자세, 교수자 태도, 교육실천역량에는 분석설계, 수업실

행, 지도관리, 평가환류, 공동체역량에는 창조적 학문융합, 

공감학습문화, 글로벌 공유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 대학 

교원들이 가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위요인은 

공감 학습문화, 수업실행, 글로벌 공유, 대학교육의 이해, 

분석설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 교원의 교수

역량은 단순히 잘 가르치는 교육실천 역량 뿐 아니라 대학

교육에 대한 이해와 대학 내외 공동체 구성원과의 공감과 

공유역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박은숙, 김경미(2021)는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수업컨설

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들의 수업 관찰과 자료 분석을 

토대로 교수자의 교수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수에게 요구되는 교수역량은 ① 교육철학 및 교육혁신

과 관련된 ‘대학문화 관련 역량’, ② 학습자 이해와 상호작

용, 동기유발과 관련된 ‘교수기본 역량’, ③ 교수설계 및 

학습성과평가와 관련된 ‘교수전문 역량’, ④ 교육연구방

법의 이해 및 활용에 관련된 ‘교수연구 역량’ 등이 보고되

었다. 그리고 이들 역량 중 교수전문 역량과 교수기본 역량

은 신임교수 시절부터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 연구

역량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흥미로

운 점은 대학문화 관련 역량 프로그램은 부교수 이상에서 

특히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경

력이 긴 교원의 경우 대학교육의 트렌드와 이슈를 이해하

는 프로그램이 수시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인호, 이은진(2012)은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

수직급별 요구도 분석을 통해 교수역량은 공통역량과 강

의역량으로 구성되며, 공통역량 중 모든 직급에서 교육요

구도가 높은 것은 학습자에 대한 지식과 동기 부여 능력이

며, 강의역량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은 교수 경력에 따

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테면, 신임 교수들은 티

칭경험 공유활동,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참

여 유도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고, 조/부교수들은 

학습자 참여 유도, 흥미 유발/주의집중 능력, 적절한 발문 

능력 개발에 관심을 보였으며, 정교수 이상은 학생 수준별 

차별화된 관리, 학습자 참여 유도, 적절한 발문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요구수준은 신임교수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직급에서 공통적으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은 점은 학습자에 대한 지식, 동기부

여 능력, 학습자 참여유도 및 흥미유발 등이며,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신임교수들은 학교 행정지식이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관심이 있고, 정교수는 지속적 자기개발

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역량기반교육에 대

한 교원의 이해와 교수역량은 성공적인 역량기반교육의 

전제조건이 된다. 둘째, 교양 담당 교원들의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역

량기반교육에 대한 교원의 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 계발을 

위해서는 역량기반 수행평가를 적용한 교과목 개발 및 운

영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다. 넷째, 교원

의 교수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에는 학습자의 동기유발 

및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초역량부터 역량 중심 교수설

계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실천역량, 대학교육의 변화 

동향을 알고 보조를 맞추어가는 대학문화 관련 역량, 기타 

공동체 역량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교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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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교수역량 개발 프로

그램은 공통된 부분과 교육경력에 따라 다른 부분이 포함

되어 있다. 여섯째,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인식은 교원 개

인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경험에 따라 효과성 인식 수준

이 다르다. 끝으로, 교원들의 교육요구도가 높은 프로그램

은 교수경력에 따라 다르다는 등의 7가지로 정리된다. 

이렇게 볼 때 역량기반 교양교육과 관련된 교원들의 인식

과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 및 구체적인 지원 요구사항은 

그들의 교육경력, 수행 경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교원역량 개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충남 지역에 소재한 J대학교 교양교과목 담당 

교원 18명을 대상으로, 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의 성공

적인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그들의 역량

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 역량기반 교육 실천과정

에서의 어려움, 역량기반교육 실천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

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교원의 강의경력, 역량기반교육

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 정도, 담당 교과목의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의

경력은 3년과 10년을 기점으로 3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 정도는 그 수준에 따라 경험 평가과제 및 

평가도구를 포함한 역량기반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참여, 

역량기반교육 관련 특강 및 교과목 개발 컨설팅 참여, 

사전교육 경험 없음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는 교양교육과정의 핵

심역량을 다룬 기초교양 교과목, 기초학문 교과목, 융복합 

및 응용학문 교과목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각 준거에 따른 참여교원 18명의 집단별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강의경력에 따라서는 3년 미만 6명

(33.3%), 10년 미만 6명(33.3%), 10년 이상 6명(33.3%)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참여자의 사

전 교육경험에 따라서는 수행과제 및 평가도구 개발 프로

젝트 참여 4명(22.2%), 역량기반교육 이해를 위한 특강 및 

컨설팅 참여 7명(38.9%),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교육참여 

경험 없음 7명(38.9%)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담당 교과목

의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교양교육의 핵심역량 달성을 

위한 기초역량 교과목 5명(27.8%), 기초학문 교과목 3명

(16.7%), 융복합 및 응용학문 교과목 11명(61.1%)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중 교수 E는 기초역량 교과목과 기초학문 

교과목을 동시에 가르치고, 두 교과목 모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두 집단에 중복 포함하였다. 이상 연구참여자 

인적 사항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면담조사는 교양교과목 담당 교원을 개별적으로 섭외

하여 2022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3~4명씩 총 5회

에 걸쳐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조사 질문지는 교원의 담당 교

과목,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경험 외에 역량기반교육

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및 

실천과정에서의 어려움,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요구되는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 

강의경력
참여자

(교수)
명(%)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
참여자 명(%) 교과목 학문 분야 참여자 명(%)

3년 미만 A, B, C, D, E, F 6(33.3)

수행과제 및 평가도구 개발 

프로젝트 참여
B, C, D, E 4(22.2) 기초역량 B, C, D, E 4(22.2) 

특강 및 컨설팅 참여 A 1(5.6) 기초학문 E 1(5.6)

사전 교육경험 없음 F 1(5.6) 융복합 및 응용학문 A, F 2(11.1)

10년 미만 G, H, I, J, K, L 6(33.3)
특강 및 컨설팅 참여 G, I, J, K 4(22.2) 기초학문 H, K 2(11.1)

사전 교육경험 없음 H, L 2(11.1) 융복합 및 응용학문 G, I, J, L 4(22.2)

10년 이상 M, N, O, P, Q, R 6(33.3)
특강 및 컨설팅 참여 N, Q 2(11.1) 기초역량 R 1(5.6)

사전 교육경험 없음 M, O, P, R 4(22.2) 융복합 및 응용학문 M, N, O, P, Q 5(27.8)

합계 18(100.0) 합계 18(100.0) 합계 18(100.0)

<표 1> 연구참여자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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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질문지는 사전에 송부하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의뢰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 

두 명이 면담질문지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논의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면담은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

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전 과정을 녹취하였다. 

면담자료 분석은 먼저 녹취된 면담자료 파일을 모두 

전사(transcription)하여 텍스트 자료로 변환하고, 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방코딩(open coding)을 

한 다음, 유사한 범주들을 유목화하는 작업을 통해 축코딩

(axial coding)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된 코딩 

결과는 두 명의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거

쳐 정련하였으며, 수집한 분석 자료와 비교,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면담결과의 분석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강상희, 2020; 구교은, 2015; 이경숙, 2021)에서 역

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실천을 위한 교수역량 개발을 논의

할 때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역량기반 교

양교육과정의 실행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의 세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세 가지 측면을 분석의 

큰 영역으로 상정하고 분석하였다. 18명의 면담참여자들

의 면담자료 전사본을 토대로 개방코딩을 하고, 개방코딩

한 자료를 3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다음, 다시 각 영역 

내에서 유사 범주를 묶는 축코딩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각 영역별로 3~6개의 코딩 범주가 형성되었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J대학 교양교과목 담당 교원 18명을 대상으로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그들의 이해 및 활용 수준, 역량기반

교육 실천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역량기반교육을 위

한 대학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들을 알아보고, 이들 내용을 

그들의 강의경력, 사전교육 경험, 교과목 학문 분야에 따

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4.1.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수준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수준은 먼저 역량기

반교육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지식 수준에서 

이해하는 수준에서부터 지식 및 학문과 현장 간의 결합을 

역량으로 이해하는 수준, 역량 달성을 위한 수업활동 및 

수업방법 및 과제 등 교과목 설계의 일부는 가능하지만 

역량기반교육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기반의 수행평

가 지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는 부족한 수준, 그리고 설계

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역량기반교육을 제대로 실천하

고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러한 이해 및 활용 수준은 교원의 강의경력, 사전교

육 경험, 교과목 학문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

며, 특히 사전교육 경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1. 강의경력에 따른 차이

먼저 강의경력 기간에 따른 교원의 역량기반교육에 대

한 이해 및 활용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3년 미만 교원의 

경우 수행평가 지표 개발을 포함한 역량기반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원들이 연구에 참여함에 따라 핵심

역량에 따라 교육목표 설정, 수업활동 및 과제개발, 교육

성과 평가도구의 개발까지 연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J대학의 경우 2년 전 역량교육과정으로의 재편에 

따라 핵심역량 달성을 위해 신설된 교양기초 교과목의 

영역 코딩 범주

1.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교원의 이해 및 활용 

수준

1-1. 자신의 강의경험에 대한 성찰(설명과 해석)

1-2. 역량 및 역량기반교육의 개념에 대한 인식

1-3. 수업방법(수업활동 유형, 경험, 체험 등 

포함)

1-4. 평가방법(역량평가, 수행평가, 사전⋅사후 

평가 등) 

2. 역량기반교육 실천

과정에서 교원이 느끼

는 어려움

2-1. 교과목의 주역량 및 목표 설정 

2-2. 수업목표⋅수업방법⋅역량평가의 일관성

2-3. 역량 수준 및 성장에 대한 측정 및 평가 

2-4. 학생의 동기유발 및 수업 참여 촉진

2-5. 수업 여건 

3. 역량기반교육 실천을 

위한 교원의 요구사항

3-1.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2. 교과목 개발과정에서의 컨설팅 지원

3-3. 역량기반교육에 따른 교과목 개발 프로

젝트 지원

3-4. 학문분야별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과 자료개발 지원

3-5. 교수법 연구 공동체 지원 및 공유활동 

지원

3-6.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환경 지원

<표 2> 연구영역별 코딩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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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담당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이들을 성과평가 도구 

개발을 포함한 역량기반교과목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

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의 상당수는 기초학문 교과목의 경우 지식전달 위주로 

강의하고 있으며, 실습교과목은 체험형 교수법으로 가르

치는 데 주력할 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역량기반교육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년 미만의 교원들의 경우 2명은 사전교육 경험

이 없고, 4명은 특강 및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대체로 역량의 개념과 대학의 핵심역량을 알고, 

그에 따라 수업방법과 수행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어느 정

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역량의 성취수준 설정

과 평가지표 개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으며, 대부분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 경험기반학습 및 활동기반학습

을 역량기반교육으로 이해하고 실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교육 경험이 없는 교원의 경우 해당 학문의 

지식처리과정에 관련된 기능에 관심을 두지만, 수업은 주

로 지식전달 위주로 운영하며, 내용 위주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10년 이상 교원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강의 경험

에 따라 스스로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학문 및 지식과 현장 간의 

연계를 역량으로 이해하거나 수업방법 면에서 이론 중심 

강의를 지양하고 실무체험학습, 사례기반학습, 경험기반

학습 등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제 결과물

을 생산하도록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역량기반교육이라

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과제 결과물을 역량

의 관점에서 성취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역량기

반교육에 대한 이해도는 중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역량기반교육의 사전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에 따른 교원의 역

량기반교육 이해 및 활용 수준은 첫째,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기초교양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의 경우, 역량기반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교과목 단위의 수행중심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수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맥락의 평가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업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강사로 생활하면서 강의했을 때와 지금 

(역량기반교육으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을 비교

해 보자면 저는 가장 큰 차이는 학생들의 결과물과 

평가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역량기반교육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는 수업계획서대로 가르치는 것과 결과물을 평가

하는 것 사이의 연계성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량기반 평가도구를 개발하면서 

내가 결과물로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

서 어떤 행동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 <JB지역

사랑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특정 행동

과 행동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여져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 강의를 하면서

도 매 주차별로 실제 내가 의도했던 학생 행동이 

보이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 안 보이고 있다면 내가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수업과정이나 

평가과정에서나 조금 더 교수자로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체계

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량기

반교육을 위한 수행과제 및 평가도구 개발에 참여 

경험, C교원)

한편, 특강 및 컨설팅 참여 경험만 있는 교원의 경우에

는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수준이 다양한 모습

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과목 개발 컨설팅을 경험한 교원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역량 달성을 위한 수업활동 및 평가

과제가 수업목표와 역량에 따라 연계되고, 그에 따라 수업

방법이 경험형, 체험형,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되자 학생들의 반응이 개선되는 성공경험을 하였으

며, 이를 통해 자신의 다른 교과목 개선에도 이러한 경험

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량과 

관련된 수행평가나 행동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무나 사례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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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발 및 운영 경험이 있는 교원은 현장실무중심교

육이나 경험기반교육을 역량기반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기초학문을 담당하는 교원은 역

량기반교육에 대한 특강을 이수하였더라도 역량기반교육

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뿐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는 아이디어가 없어 주로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에 토론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이 없

는 교원의 경우,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사례, 실무 체험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업방법

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의 역량기반교육

에 대한 이해 수준은 교과목의 주역량 설정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 역량기반교육 및 역량평가에 대한 이해 수준은 

거의 없거나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전교육 경험이 없는 교원들은 특히 기초학문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경우 개인적 경험에 기반하여 사례형, 

체험형, 토론형 등의 수업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에 의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표방하

고 있는 간호학과 신임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

다. 간호인증평가로 인해 학과 수준에서 개발해 놓은 교과

목 운영 매뉴얼과 선임교수의 도움을 받아 신임교수들은 

경험적으로 역량기반교육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그들

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은 이론 교과목과 실습 

교과목을 구분하고, 교육목표와 역량을 분명히 하는 정도

의 초보적인 수준이며, 그들이 가르치는 이론 교과목은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공학윤리’라는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

는데 ‘공학윤리’는 공학이 들어가지만 윤리적인 

내용이에요.... (중략)...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 위주

의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 조는 학생들도 

많고 집중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교재에 사건, 사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사례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조별로 토론하는 

활동을 하게 했어요. 한 시간은 제가 강의하고, 

한 시간은 그런 식으로 조별 토론하고, 그런 다음 

토론을 통해 하나로 일치된 결과를 발표하게 했는

데... 이런 식으로 조별 토론 시간을 가졌더니 학생

들이 그때부터는 졸지도 않고, 발표력, 사고력도 

늘고,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또 그 

다음부터는 교양과목인데도... 조별끼리 또 모여서 

친하게도 지내고.. 아~ 그래서 수업방법을 바꿨더

니 나도 좋지만 학생들도 엄청나게 역량이 발전되

는 경험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역량기

반교육 참여 경험 없음, O교원)

4.1.3. 담당 교과목의 학문 분야에 따른 차이

교과목의 학문 분야에 따른 교원의 역량기반교육에 대

한 이해 및 활용 수준을 살펴보면,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

량을 다룬 기초교양 교과목 담당교원 4명은 모두 기초역량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역량기반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으며, 해당 교과목의 수행중심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교과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과제 

및 프로젝트의 발굴을 통해 학생들의 수행 향상에 노력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학문 교과목을 담당한 교원 3명은 자신

이 담당한 교과목을 역량기반교육으로 운영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거나 역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과목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론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

면 역량기반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끝으로, 융복합 및 응용학문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유형은, 그들의 강의경

력이 매우 분산되어 있고,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도 전혀 없는 수준에서부터 특강과 컨설팅 경험이 있

는 수준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단순히 교육과정에서 실무능력을 강

조하는 교과목을 분명히 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

나, 혁신적 교수법을 적용하거나, 지식 및 이론과 현장 간의 

연계, 수업방법(현장실무체험⋅경험기반학습⋅조별 토

론 등)의 다변화, 수행과제 및 평가방법의 다양화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운영하는 교과목은 이론 교과목의 경우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식 수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수업방법

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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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과목은 아무래도 지식

전달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사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기도 해

서 토론수업을 좀 가볍게 하고 있어요. (중략) 제가 

하고 있는 과목들 자체가 기초학문 관련 분야이다 

보니깐 이 부분에 대한 수업들을 어떻게 역량기반

교육과 연계해야 할까에 대해 좀 고민이 들긴 하더

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모델링이

라고 해야 될까? 그런 예시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저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추후에 수업에 적용하는데도 도움이 되

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초학문, H교원)

이상 교양교과목 담당 교원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

해 및 활용 수준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면담 영역 구분 구체적인 면담 내용

이해 및 

활용 수준

강의경력

결과요약
• 강의경력보다는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에 따라 적정 수준의 역량기반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이해 수준에 차이가 나타남

3년 미만
• 핵심역량에 따라 교과목 설계 및 목표설정, 교육성과 평가의 연계 가능 

• 기초교과목은 지식 위주로, 실습교과목은 체험형으로 수업하는 것

10년 미만

• 역량 개념과 대학의 핵심역량을 알고, 그에 따라 수업방법 및 과제 선정하지만 역량 달성의 성취수준 

설정과 측정 및 평가 아이디어 없음 

•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한 경험 및 활동중심교육의 수행을 역량기반교육으로 이해

10년 이상

• 학문 및 지식과 현장 간 연계교육을 역량기반교육으로 이해

• 이론 강의를 지양하고 사례기반학습, 경험기반학습을 운영하며, 학생의 수행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의 교육을 역량기반교육으로 이해

사전경험

결과요약
• 전반적으로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교수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전경험에 따라 

적정 수준의 역량기반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이해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

프로젝트참여

(4명) 

• 교양교육과정의 기초역량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참여로 역량기반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지속적인 교과목 개선과 확대 노력 지속 

•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

• 지속적인 과제 및 프로젝트의 발굴을 통해 학생들의 수행 향상 노력 

특강 및 

컨설팅 참여

(4명)

• 컨설팅을 통해 교수법 및 과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 개선 경험. 이러한 성공 경험을 

다른 교과목에도 적용

• 컨설팅을 통해 역량 달성에 필요한 수업활동 및 과제를 활용함으로써 수업방법이 경험형, 체험형, 

스토리텔링 등으로 다양해짐. 이에 따라 실제경험, 현장실무중심교육, 경험기반교육을 역량기반 

교육으로 이해

• 역량평가나 행동지표 개발에 대한 이해와 활용 아이디어는 없음 

• 특강 경험만 있는 교원은 역량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뿐 적용하지 못함

교육경험 없음

(7명)

• 강의계획서 입력과정에서 교과목의 역량 범주를 설정하는 것도 고민

• 간호학과의 경우 인증평가로 인해 매뉴얼과 선임교수의 도움을 받으며 역량기반 교육과정 환경에 

적응하고 있음

•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고 역량평가에 대한 아이디어 없음

• 지식교육과 활동 및 경험, 현장 체험 등 수업방법의 채택에 주력

교과목 

학문 분야

결과요약

•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경험과 담당 교과목의 유형에 따라 적정 수준의 역량기반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이해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기초학문의 경우,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경험에 상관없

이 역량기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기초역량

(4명)

• 기초역량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참여로 역량기반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지속적인 

교과목 개선과 확대 노력 지속 

•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용 

• 수행과제 및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한 학생들의 역량 향상 

기초학문

(2명)

•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교과목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식중심교육으로 

실시

• 이론 강의와 토론 활동의 조합

융복합 및 

응용학문

(13)

• 역량⋅수업활동⋅평가 간 연계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 지식전달 위주 수업을 하거나 지식과 

현장 간의 연계가 역량기반교육이라고 생각함 

•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없이 매뉴얼이나 및 선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론과목 실무과목

에 따라 다른 교수법 적용

• 현장실무체험, 현장학습, 경험기반학습, 조별 토론의 활용 등 수업방법의 다변화 및 혁신적 교수법의 

적용 

• 과제 및 평가방법의 변화 및 다양화

<표 3>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교양교육 담당 교원의 이해 및 활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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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역량기반교육 실천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역량기반교육의 실천과정에서 교원이 느끼는 어려움은 

교과목의 주역량을 설정하거나 역량 비율 조정에서 어려

움을 느끼는 경우부터 설정된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목의 

역량기반 교육의 설계 방법과 관련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역량 향상 수준을 어떻게 측정, 평가, 판단할 것인가

에 관한 아이디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로 크게 나뉘어졌

다. 그리고 기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강의 환경에서 조별 

활동, 발표 등의 어려움, 교양과목 특성상 다양한 학과 

및 전공 학생이 참여함에 따라 현장 활동 등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 많은 수강생으로 인해 학생 활동 및 중간결과

물에 대한 피드백의 어려움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교원

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그들의 강의경력, 사전교

육 경험, 교과목 학문 분야에 따라 일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1. 강의경력 기간에 따른 차이

강의경력 기간에 따라 교원들이 경험한 역량기반교육

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은 전혀 없는 경우부터 특강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까지 다양했는데 이에 따라 역량기반교육 실천과정

에서 느끼는 어려움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테면, 강의경력 3년 미만인 교원들은 특히 기초학문의 경우 

학문영역별 역량기반교육의 교수설계 방법을 모르는 경

우부터, 역량변화 및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학기 단위 수업에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학생의 역량평가 시 

그것이 개인의 사전 수준에 기인한 것인지 수업에 의해 

성장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거나 글쓰기와 같은 기초

역량 교과목의 피드백 업무 과다하거나 기초역량 교과목 

간 소통 및 주제 분야별 기초 및 실용학문 간 소통의 어려

움 등이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10년 미만의 교원들은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은 전혀 없는 경우부터 특강 및 컨설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로 구분되었는데, 그에 따라 역량기반교

육의 실천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주로 역량 달성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련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과목의 

주역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혹은 학문 분야에 따라 

역량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특히, 기초학문 교

과목)와 같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의 역량 설정

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한 경우도 있었고, 나아가 역량기반 

교육을 위해 어떤 수업방법과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어떻

게 진행할 것인지와 같은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수업설계 

관련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10년 이상 교원들의 경우에는 주역량 설정 및 

교수법 선정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이론 강의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역량 향상을 위해 지식 

및 이론과 현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의 방안 도출을 

어려워하는 경우 그리고 수업을 위해 새로운 공학 및 기술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강생 수가 많아 피드백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교육여건에 관한 어려움도 모든 집단에서 제기되었는데 특

히 10년 이상 집단에서는 교양교과목의 2학점 개설 원칙

에 따른 역량 달성의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 

환경에서 조별 활동 및 발표 등의 제한, 수강생의 참여의지

가 낮을 때의 어려움, 교양과목 특성상 학생들의 소속이 

다양하여 현장 활동이 어렵다는 등도 언급되었다. 특히 글

쓰기 지도와 같이 학생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 필요한 교과

목의 경우 수강생 수 과다로 인한 피드백의 어려움이 언급

되었다. 종합하면, 역량기반교육의 실천과정에서 교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강의경력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

역량기반교육 실천과정에서 교원이 느끼는 어려움은 

교육여건에 대한 공통적인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사전교

육 경험에 따라 집단 간에 가장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경험이 없는 교원 중에서 특히 기초

학문 교과목을 담당한 교원은 역량기반교육의 수업모델

이 부재하고 그에 따라 수업설계 및 운영 전반에서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과목의 주역량 

설정의 어려움, 지식전달과 학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역량

교육 사이의 균형 설정의 어려움, 실제 학생들의 역량습득

을 위한 학습경험 설계의 어려움 등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접근 활동 전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특강이나 컨설팅을 경험한 교원들은 수업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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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및 개발에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이를 다른 교과

목 설계에도 반영하는 등의 시도는 많이 하게 되었지만 

주역량을 설정하거나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

로 역량기반 평가도구개발을 포함한 역량기반 교과목 개

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

움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대신 아래와 같이 역량기반 교육

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교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을 해보니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적극적

으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게 완성된 결과물과 

잘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은 행동지표가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팀활동에 기여하는지 이런 식으로 설계되

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행동지표가 성과 측정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열심히는 하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친구도 있고, 적게 참여해도 한두 

번 만에 성과가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걸 

성취수준에 따라 역량을 레벨화 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

다.”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수행과제 및 평가도구 

개발에 참여 경험, B교원)

4.2.3. 담당 교과목의 학문 분야에 따른 차이

담당 교과목의 학문 분야에 따라 교원이 역량기반교육 

실천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교과목에 따라 기초역량 

교과목의 경우 학생 역량 측정의 어려움이 많이 언급되었

는데 그중에서도 글쓰기 교과목과 같이 개별 피드백이 

많이 필요한 교과목은 수강생 수의 과다로 인한 개별 피드

백의 어려움이 주로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기초학문 교과목의 경우에는 역량 설정의 어

려움, 역량기반교육의 수업모델 부재에 따른 수업설계 

및 운영상의 어려움,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접근의 한계, 학생 수준을 고려한 지식교육과 역량교육

의 균형 설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학생들의 역량습득 및 

향상을 위한 학습경험 설계의 어려움 등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실용학문과 기초학문 같은 경우에는 역량평가

를 하는 게 솔직히 좀 구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

다. 그래서 나눌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기초학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철학 

관련 수업이라고 한다면, 글쓰기 같은 과목과 달리 

사실 역량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걸 느끼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좀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기초역량 및 기

초학문, E교원)

마지막으로 융복합 및 응용학문 교과목 담당 교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구들이 제기되었는데 주당 2시간의 

수업으로는 역량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 진행이 어렵다거

나,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으로 인해 체험활동을 적용하기 

어려워 역량기반교육의 실행이 힘들다거나, 코로나로 인

한 비대면 수업 때문에 팀활동 및 발표에 어려움이 있다거

나, 주역량 설정 및 역량 비율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융복합 및 응용학문 

교과목을 담당한 교원들이 느끼는 역량기반교육 실천의 

어려움은 그들의 사전교육 경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강 및 컨설팅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융복합 및 응용학문 교과목이라도 역량

기반교육에 근접한 형태로 운영하는 반면, 역량기반교육

에 관한 사전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교원은 단순하게 학생

의 체험 활동을 강조하는 경험기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역량기반교육 실천과정에서 느끼는 담당 교원의 

어려움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3. 역량기반교육의 실천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교양교과목 담당 교원의 역량기반교육 실천을 위한 요

구사항은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기초교육 및 대학 핵심역

량 안내, 교과목 개발 및 교수설계를 위한 컨설팅, 성취행

동 기반 평가지표(BARS: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의 개발이나 역량기반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기회 

제공, 학생 역량 진단 및 평가방법 소개 및 공유, 학습자 

참여 유도, 흥미 유발, 발문 능력, 토론 문제의 발굴과 

진행 등의 수업운영 능력의 개발, 역량기반교육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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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성찰일지의 작성 및 활용방법 공유, 학문 분야별 

교수공동체, 기초학문 교과목을 위한 역량기반교육의 설

계 지원, 기타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동기 유발, 소통증진 및 원활한 피드백을 위한 분반당 

수강인원 조정과 학점 수 상향조정 등 교육환경 개선, 

체험형 미디어 및 기술활용교육, 방학 직후 및 개강 직전 

주제별 교과목 공유회, 역량기반교육의 개발 및 실천을 

위한 교수자 매뉴얼, 지역기업과 학생 프로젝트의 연결, 

분야별⋅역량별 교수공동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매

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요구사

항을 강의경력, 사전교육 경험, 담당 교과목의 학문 분야

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1. 강의경력에 따른 차이

강의경력에 따른 역량기반교육 실천을 위한 요구사항

은 상당 부분 강의경력에 관계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사례중심 연수, 포트폴리오 공개, 교수공동체나 교

면담 영역 구분 구체적인 면담 내용

어려움

강의경력 

결과요약 강력경력에 따른 차이가 크게 없이 다양한 어려움이 비슷하게 보고됨 

3년 미만

• 기초학문에 대한 역량기반교육의 설계와 학문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역량기반설계 방법을 모르겠음

• 학생의 역량 달성 평가 결과가 개인의 사전 수준인지 수업에 의한 성장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 역량변화 및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학기 단위 평가는 어려움

• 글쓰기와 같은 기초역량 교과목의 피드백 업무 과다

• 기초역량 교과목 간 소통과 분야별 기초 및 실용학문 간 소통의 어려움

10년 미만

• 학문 분야별 역량의 개념 차이 및 핵심역량 설정

• 역량을 고려한 학생의 요구 반영과 교과목 개발 방법 

• 역량 달성에 필요한 지식전달과 학생 맞춤형 역량 강화 간의 관계 조정

• 역량 달성 여부 파악

• 기초학문 관련 교과목의 역량기반교육 설계 어려움

10년 이상

• 주역량설정 및 교수법 선정의 어려움 

• 이론 강의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역량 향상을 위해 지식 및 이론과 현장간의 

연계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려움 

• 교양교과목의 2학점 개설 원칙에 따른 역량 달성의 어려움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강의 환경에서 조별 활동 및 발표 진행의 어려움

• 수강생의 수의 과다로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평가 및 피드백의 어려움

• 수강생의 참여 의지 낮음

사전경험

결과요약
사전경험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의 종류가 다름. 사전경험이 없거나 적을수록 역량설정과 수업모델 

설정, 수업단계부터 어려우나 사전경험이 풍부할수록 역량 측정에서 세부적인 어려움을 보고함 

프로젝트참여

(7명) 

• 역량 측정의 난점

• 측정된 역량달성 수준이 교육효과 때문인지 학생의 기존 역량 때문인지 파악하기 힘듬

• 글쓰기 교과목의 경우 수강생 수가 많아 개별 피드백이 힘듦

특강 및 

컨설팅

(7명)

• 교양교과목의 주역량 설정에 다소간 어려움이 여전히 있음. 

• 역량달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만 측정방법을 잘 모름

•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교육경험 없음

(4명)

• 기초학문 교과목을 위한 역량기반교육의 수업모델이 없음 

• 개인적으로 자료나 동영상 등을 통해 수업방법 개선에 힘씀

• 역량기반교육에 체계적인 이해 및 접근에 한계가 있음

• 지식기반의 역량교육과 학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역량교육의 균형 고민 

교과목의 

특성

결과요약
교과목의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역량설정, 교수설계, 역량측정에서의 어려움이 보고되지만 

기초학문 교과목에서 겪는 어려움이 두드러짐 

기초역량

• 역량 측정의 난점

• 역량 달성 수준이 교육효과 때문인지 학생의 기존 역량인지 파악 힘듬

• 글쓰기 교과목의 경우 수강생 수가 많아 개별 피드백 힘듬

기초학문

• 학생 수준에 맞는 지식교육과 역량교육 간의 균형 조정

• 기초학문 교과목의 역량기반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모델 및 예시가 없음

•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없이 지식 중심 교육

•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접근의 한계

융복합 및 

응용학문

• 주당 2시간 수업으로 역량 달성을 위한 활동 진행 어려움

• 다양한 소속학과의 수강생으로 인해 체험 활동 어려움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때문에 팀활동 및 발표 어려움 

• 역량 설정 및 역량 비율 조정의 어려움 

<표 4> 역량기반 교양교육에 대해 느끼는 담당 교원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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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혹은 주제분야별 워크숍 등을 통한 교수활동경험 

공유, 학습자 동기유발 및 수업참여 유도, 발문 전략과 같은 

학습자 참여 촉진을 위한 교수법 교육, 역량달성을 위한 

수행기반 평가도구 개발과 같은 체험형 프로젝트 지원, 

교과목 개발에 대한 교수법 컨설팅 지원,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반영하는 방법, 학생

들의 성찰일지 작성 및 활용방법 공유, 역량 달성을 위해 

과목 특성에 따른 수강인원 조정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10년 이상의 경력의 교원집단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 외에 체험형 미디어 및 기술활용 교육과 역량기반 

교과목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참여형 프로그램이 특이하

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방학 직후 및 개강 직전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과목당 학점 수 상향 조정과 수강

생 수의 하향 조정 등 교육환경 개선,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교수자 매뉴얼, 지역기업과 학생 프로젝트 연결 등의 다양

한 요구사항도 기존의 요구사항과는 다른 것으로 제시되었다.

교과목 내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법을 사

용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체감을 

했는데요, 우선 저는 제 교과목을 잘 만들어서 제대

로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고 제가 

스스로도 물론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만들고 내용을 개발하는 연수에 참여

하고 싶습니다.” (3년 미만, A교원)

“특강 같은 경우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은 제가 시니어이다 보니... 기기에 관한 교육은 

기계나 기술에 대해 이것은 이런 특징이 있고 저것

은 저런 특징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울 때 실제 컴퓨실에서 실습

하며 배우는 것처럼, 교수자 대상 기술 교육에서도 

실습실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다음 단계

는 저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실행 모듈을 같이 

해보는 체험형 교육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10년 이상, N교원)

4.3.2.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에 따른 교원들의 

요구사항 차이를 살펴보면, 역량평가도구 개발 및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앞으로

도 각 교과목을 위한 성취행동형 평가지표(BARS)의 개발 

및 지원, 성찰일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

젝트 형태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학습자 참여 유도 관련 교육 및 체험 연수, 역량기

반교육의 고도화를 위한 분야별, 역량별 교수공동체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와 같이 보다 전문적이고 후속적인 프로

그램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강 및 컨설팅 경험이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대학의 역량구조와 역량설정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지원,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학습

자 참여 유도 방법, 역량기반교육의 평가방안 전반에 대한 

지원, 학생역량평가를 위한 평가문항과 사전-사후 평가시

스템 지원, 개강 직전 학문 분야별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경험 공유 등 연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의 역량구

조와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기초교육을 우선적으로 필요

로 했으며 그 외에 학문 분야별 특강, 컨설팅, 교수공동체 

지원, 수행평가도구 개발이나 역량기반교과목 개발 프로

젝트 기회 제공,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자 참여 촉진, 토론학습, 비대면 교육 등을 위한 다양

한 수업전략 및 수업모델 교육, 교과목의 학점 상향조정 

및 수강생 수 조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3. 담당 교과목의 학문 분야에 따른 차이

담당 교과목의 학문 분야에 따른 교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기초역량 교과목 담당 교원의 경

우, 이미 평가도구 개발 및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들이 포함되어 이들의 요구사항은 역량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추가 지원, 구체적인 

성취행동형 평가지표(BARS)의 개발 및 지원, 성찰일지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습자 참여 유도 관련 교육 및 체험 

연수, 고도화를 위한 분야별, 역량별 공동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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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초학문 교과목 담당 교원의 경우에는 교양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안내, 학습자에 대한 동기부여 능력, 

학습자 참여유도 및 흥미 유발 관련 교육, 학문영역별 

컨설팅 및 연수, 동일 주제군별 교수공동체, 기초학문을 

위한 수행과제 개발 교육 및 컨설팅, 수업모델 제시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하고 있는 과목들 자체가 기초학문 관련 

분야이다 보니깐 이 부분에 대한 수업들을 어떻게 

역량기반교육과 연계해야 할까에 대해 좀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모델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예시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저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추후에 수업에 적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초학

문 교과목 담당, K교원)

마지막으로 융복합 및 응용학문의 경우에는 학습 동기

부여 및 참여촉진 전략 연수,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안내 및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기초교육, 평가방법 및 도구

개발 지원, 역량기반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학문 분야 및 주제군별 교수공동체 지원, 방학 직후 및 

개강 직전 공유회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역량기반교육 실천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면담 영역 구분 구체적인 면담 내용

지원요구

강의경력 

결과 요약

강의경력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음. 모든 집단에서 역량기반교육 외에 학생동기유발 및 참여촉진 

등 교수법 관련 교육과 교수공동체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요구함. 10년 이상 집단의 미디어 

기술 교육 지원이 특이사항임

3년 미만

• 교수경험 공유(동료사례 중심 연수, 포트폴리오 공개, 공동체 등)

• 학습자 참여 촉진 교육 등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 교과목 개발 관련 지원(평가도구 개발, 교수법 등 지원)

• 역량 과목 특성별 수강인원 조정 필요(예, 개별 피드백이 필요한 과목)

•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수업에 반영하는 방법

10년 미만

• 학습자 참여, 흥미 유발, 발문 능력 등 교수법 교육 

• 성찰일지 작성 및 활용방법 공유

• 체험형 프로그램(역량기반 수행평가도구 개발 프로젝트 등)

• 학문영역 및 주제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체 지원 

• 기초학문 교과목 담당 교원을 위한 역량기반교육 

• 토론주제의 선정과 토론수업 운영 방법 

10년 이상

• 방학 직후 및 개강 직전 역량기반교육 관련 교수법 및 체험형 교육

• 동기유발 및 학습자 참여 촉진 방안 연수

• 교과목의 역량 달성과 동기유발에 도움을 주는 비교과 프로그램 

• 체험형 미디어 및 기술 활용 교육 

• 교과목당 학점수 상향조정과 수강생 수의 하향 조정 등 교육환경 개선 

•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교수자 매뉴얼

• 학생 프로젝트와 연계할 지역기업 발굴

교육경험

결과 요약

사전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은 역량기반교육 관련 모든 지원을 필요로 함. 반면, 특강 및 컨설팅 경험 

집단은 역량평가 관련 요구가 주를 이루며, 프로젝트 참여 집단의 경우 역량평가 정교화를 위한 후속지원을 

필요로 함

프로젝트참여

(7명) 

• 역량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 구체적인 성취행동형 평가지표(BARS)의 개발 및 지원

•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성찰일지에 대한 평가방법 등 포함) 

• 학습자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습자 참여 유도 관련 교육 및 체험 연수

• 고도화를 위한 분야별, 역량별 공동체 및 우수사례 공유

특강 및 

컨설팅

(7명)

• 대학의 역량구조와 역량설정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지원 

• 비대면 수업환경에서의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학습자 참여 유도 방법 

• 역량기반교육의 평가방안 전반에 대한 지원

• 학생역량평가를 위한 평가문항과 사전-사후 평가시스템 지원

• 개강 직전 학문분야별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티칭 경험 공유 등 연수

교육경험 없음

(4명)

• 학문 분야별 특강, 컨설팅, 교수공동체 지원

• 수행평가도구 개발이나 역량기반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기회 제공

• 학습동기 및 학습자 참여 촉진, 토론학습, 비대면교육을 위한 수업전략 및 수업모형 교육

• 기타 교양교과목의 학점 상향 조정 및 수강생 수 조정 

<표 5> 역량기반 교양교육 실천을 위한 교원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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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역량기반교육 실천에 필요한 교수역량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양교과목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와 활용 수준, 역량기반 실천과

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역량기반교육 실천을 위한 요구사

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

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 및 활용 수

준은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실천 경험이 없

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부터 

지식 및 학문과 현장 간의 결합을 역량으로 이해하는 수

준, 역량 달성에 도움이 되는 수업활동 및 수업방법 및 

과제 등의 설계는 가능하지만 역량기반교육의 중핵이라

고 할 수 있는 역량기반의 수행평가 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모르는 수준, 끝으로 역량기반교육의 설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역량기반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수준은 3년 미만의 교원, 기초역

량 교과목 담당 교원, 그리고 교과목 및 평가도구 개발 

프로젝트 참여 교원들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3년 

미만의 교원들이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

기 위한 기초역량 교과목 및 평가도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강의경력보다는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역량 관점의 학생성취

도 평가도구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역량기반

교육을 위한 교수자 역량 향상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강지혜 외(2019)의 주장에서 보듯이 역량기반교

육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교육목표-교육과정-평가의 유기

적인 연계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하고, 또한 교과

중심평가를 적용한 프로젝트에 교원들을 참여시킨 강상

희(2020)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인다.

둘째, 역량기반교육의 실천과정에서 교원이 느끼는 어

려움은 역량기반교육의 설계 및 운영 영역, 교양교육의 

태생적 조건 영역, 교육여건 영역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역량기반교육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영

역에는 교과목의 주역량을 설정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역량의 비율을 설정하는 어려움부터, 설정된 핵심역량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수법, 과제활동 등 역량기반교육의 

교수설계 관련 어려움, 그리고 역량 향상 수준의 측정 

및 평가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교양교육의 태생적 조건과 관련된 영역에는 다양한 

학과 소속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양과목의 특성상 이들

이 함께 현장방문이나 현장체험 등의 활동 등을 활용하기

가 어려운 점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교육여건과 관련해서

는 비대면 수업환경으로 인한 불충분한 상호작용 및 접촉, 

많은 수강생 수로 인한 피드백의 어려움, 2학점제 교양교

과목 운영에 따른 충분하지 못한 활동시간 등이 제시되었

다. 한편, 교원들이 역량기반교육의 실천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교원의 강의경력보다는 사전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와 담당 교과목이 기초학문인 경우 더 크고 심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문과 역량, 가치와 태도 사이에 조화

와 균형을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모형과 평가모형이 필요

하다는 백승수(2020)의 주장이 정당함을 보여준다.

면담 영역 구분 구체적인 면담 내용

지원요구
교과목의 

특성

결과 요약

공통적으로 학습자 동기부여, 학습자 참여 촉진 관련 교육과 교수공동체 지원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그 외 역량기반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초역량 교과목은 역량평가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고, 기초학문 

교과목은 수업모델 및 수행과제 개발 지원가 높음 

기초역량

• 성취행동 평가지표(BARS) 등 역량평가 도구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지원

•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성찰일지에 대한 평가방법 등 포함)

• 고도화를 위한 분야별, 역량별 공동체 및 우수사례 공유

기초학문

•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안내

• 학문영역별 동일 주제군별 연수, 컨설팅, 교수공동체

• 기초학문을 위한 수업모델 및 수행과제 개발 관련 교육과 컨설팅

융복합 및 

응용학문

• 교양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안내 및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기초교육

• 평가방법 및 도구 개발 지원 및 역량기반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 지원

• 학문분야 및 주제군별 교수공동체 지원

• 방학 직후 및 개강 직전 교육 및 교수 워크숍 및 사례 공유회

<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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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역량기반교육의 실천과정에서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요청사항은 크게 특강 형태의 교육지원(역량기

반교육에 대한 기초교육 및 대학 핵심역량 안내, 학습자 

참여⋅흥미 유발⋅발문⋅토론 문제의 발굴과 토론 진행 

방법 등에 대한 교수법 및 교수전략 강의), 전문가에 의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관련 컨설팅 지원, 평가방법 및 평가

도구 개발을 포함하는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 지원(평가과제의 개발, 성취행동 기반 역량 평

가지표(BARS)의 개발 및 활용), 학문 분야별 혹은 역량별 

사례공유회 및 교수공동체 지원(기초학문 교과목을 위한 

역량기반교육의 설계, 성찰일지의 작성 및 활용법 공유), 

기타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동

기유발 및 역량 개발 지원, 소통증진 및 원활한 피드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수강인원 조정, 학점수 상향조정 등), 

미디어 및 기술활용을 위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 역량기

반교육의 개발 및 실천을 위한 교수자 매뉴얼, 지역기업과 

학생 프로젝트의 연결 등 매우 다양한 요구들이 나타났다. 

한편 이들의 요구사항은 교원의 특성 변인(사전교육 경

험, 담당 교과목의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사전교육 경험이 없을수록 교수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자주 언급되었고, 사전교육으로 프로젝트와 같이 

체험형 교육을 경험한 교원들은 후속적으로 보다 심화된 

내용이나 방법의 공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강의나 체험보다는 공유회나 교수공동체 등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초학문 

교과목 담당 교원의 경우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교수모형

이나 평가모형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문분야별 교수공

동체, 워크숍,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으로 기초학문 교과목을 

위한 역량기반교육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성공적인 역량기반 교양교육

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교수역량 향상방안 및 결론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기반교양교육을 위해 교수법의 변화가 필요

하다는 인식은 많은 교원들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

실천할 수 있는 교원의 이해 수준은 평가과제 및 평가도구 

개발이 포함된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를 경험한 교원들이

었다. 따라서 역량기반교육의 교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서는 평가과제 및 평가도구 개발을 포함한 교과목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역

량기반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기초교육과 특강 외에 컨설팅, 나아가 프로젝트와 

같은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초기에 제공할 필요

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역량기반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과목의 특성

에 따라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글쓰

기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과목은 수강생 수를 적정화하여 

필요한 만큼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팀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고차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과제의 선정과 중간발표 및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강의시수와 수업여

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역량기반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원들의 지원 요구

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그들의 경험 및 특성 변인에 따라 

다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교수역

량 향상 프로그램의 흐름도 및 체계를 상세하고 구축하고, 

그에 따라 교수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사전교육 경험이 

없는 교원에게는 일차적으로 역량기반교육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핵심역량을 소개

하는 기초적인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음으로는 교

과목이 달성하고자 하는 역량의 설정방법과 그것의 평가

방법 및 평가과제 개발을 위한 컨설팅, 그런 후에는 학습자

의 역량 및 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평가 루브

릭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역량

기반교육에 대한 이해가 일정 수준 도달한 뒤에는 다양한 

교수법 및 기술활용 관련 특강, 우수사례 공유회, 워크숍, 

교수공동체 등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수역량의 심

화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으로의 성공적

인 전환을 위해서는 교원역량 개발과 관련된 리더십과 시

스템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 대학 교수학습센터는 역량기반교육을 위한 교원

의 교수역량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

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과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관리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원은 교양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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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수들로서 표집 사례수가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강의경력에 따라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각 집단별로 좀 더 

많은 교원을 확보해 그들이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강의경

력 집단별로 교수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전 교육경험과 

교과목 특성에 따른 집단별 연구대상자를 충분하게 확보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사전 교육경험과 

교과목 특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충분한 연구대상자

를 확보하여 연구한다면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보다 상세

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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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nstructor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levels, difficulties, and support 

requests for competency-based general education(CBGE) at university. For this, FGI was conducted with 18 instructors 

participating in general education at J University in the Chungnam province. Then, the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to 

see how they differ according to instructors’ teaching years, prior training experience(on competency-based education, CBE),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of subject. As a result, first, instructor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levels of the competency- 

based education turned out to show the bigger difference by prior training experience on competency-based education than 

the years of their teaching career. Second, the difficulties faced by instructors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competency-based 

education have been reported to be various over 3 areas like insruc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coordination of students 

and learning activities in general education, and educational conditions. Especially, instructors without prior training experience 

in CBE were found out to have more serious difficulties, especially when teaching basic science or theory-based subjects, 

like determining main competency for his subject. Third, instructors’ support requests for practicing competency-based education 

were founded to be diverse such as special lectures, workshops, experience-based projects like CBE curriculum development 

including development of evaluation tool or consulting, and teaching communities for sharing informations and good examples. 

Especcially, the instructors without prior training experience requested firstly basic program like special lecture which provides 

basic understanding on CBE. Next, instructors, who already have special lecture or consulting experience, requested more 

experiential program on CBE. On the other hand, instructors who already have a experience of evaluation tool development 

project for his own subject in CBGE, requested teaching community or workshop for sharing more sophisticated informations 

and good examples of CBE. Final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everal ways to improve the instructors’ teaching competency 

for CBE were suggested.

Key Words: Competency-based Education, Instuctors’ Understanding, Requests, Teaching Competency, 

Instructors’ Teaching Years, Prior Training Experienc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Sub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