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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2018년 ‘ 학기본역량진단’의 과정 에 학 평가정책에 따른 학과의 응을 A 학교 기독교교육과

사례를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해 학평가정책의 배경, 학구조개 평가, 학기본역량진단을 살펴보고 학과

의 응으로 특성화, 교육과정, 수업의 질 리, 교육성과, 학생지원, 지역사회의 력 기여를 논의한다. 학과의 특성화는

교육목 , 인재상, 교육목표 핵심역량과 련 있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진로 트랙을 제시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질 리는 A 학교의 학사지원과, 교육품질 리센터, 교육역량강화센터와 연계한

강의 리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고 학과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도

탈락율을 낮추도록 극 인 학업지도 상담의 실시하고 있다. 학생지원은 A 학교 학교 차원의 비교과 로그램과 학과

차원의 비교과 로그램, 학업․진로․취업지도 상담, 학생역량 리 등이 있다. 지역사회 력 기여를 향상시키기 해

서는 안양시 기타 지역의 교육기 인 유치원, ․ ․고등학교에서 60시간 교육 사, 지역학교 행사의 지원 사, 교사

청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학교육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학평가정책, 학구조개 평가, 학 기본역량진단, 학과의 응, 기독교교육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actions of the department of a university according to Higher Education Evaluation 

Policy as a case on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of A University. This article consists of background and 

policy  Higher Education Evaluation and actions of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Specialization, curriculum, 

management of instructional quality, educational achievement, student support and cooperation of local community 

as category of trends of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are discussed. Aim of education, model of human 

resource, educational objects, and  key-competency as the specialization of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are 

discussed. Curriculum of department suggests students career track which is related to their career. Positive guidance 

counseling are implemented for rate of recruit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Non-subject matter program of 

University and Department are introduced for students's support. 60 hours of educational service and other 

education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for local community. Principal, chaplain of school and teachers are invited for 

educational practical affairs of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article can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the direction 

of the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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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올해 학 기본역량 진단을 교육부에서 실시함에 따

라 각 학교는 평가를 치루고 그 결과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평가와 결과는 향후 학의방향성 존립

을 좌우할 수있는상황이기에 학내에는그 어느 때보

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5년 학 구조개 평가와

2018년 학 기본역량 진단은 인구 벽 시 에 비하기

해 학정원 감축을 사 에 비하고 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한 교육부는 학 구조

개 평가, 학 기본역량 진단과 더불어 이미 학부교육

선도 학 육성사업(ACE), 학 특성화사업(CK), BK 21

러스 사업,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학 사업

(PRIME), 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산학 력 선

도 학 육성사업(LINC), 평생학습 심 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해 학정원의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

책은 학령인구의 격한 감소 학진학률의 하락에

따라 2023학년까지 입정원을 16만 명으로 여야 함에

근거하고있다. 2014년 1월 29일에발표한 학구조개

추진계획에따르면 2023년까지 3주기에 걸쳐입학정원을

감축할 정이다.

본 연구는 구조개 과 련된 학 평가 정책을 살펴

보고 학과 기독교교육과의 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먼 학 평가의 배경과 평가지표

를 포함한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본 후, A 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특성화, 교육과정, 수업 질 리, 교육성과, 학

생지원, 지역사회 력 기여 등으로 구분하여 응을

논하고자 한다.

2. 대학 평가 정책  배경 및 정책

2.1 대학 평가 정책  배경

최근 정부가 주도하여 학의 운 과 감소에 직

으로 향을 주는 표 인 학 평가는 학 구조개

평가와 학 기본역량 진단이다. 학 평가의 배경으로

는 학의 체질 개선을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4차 산업 명의 도래,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 교육의 미스매칭 완화, 고등교육의 균형 발 을 통해

지역 학의 상생·발 추구,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벽을 비한 지속 인 응 필요, 고등교육 패러다임

환, 고등교육 신뢰 회복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 변화는 한국 학뿐만 아니라 외국 학도

비슷한 상황이다[1]. 학 평가 정책의 배경이 되는 다양

한 원인 표 인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정책 패러다임의 환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되어야 한다[2,3]. 인 자원 양성과 지식창

출을 해 고등교육을 확 해 나가면서 학은 질 성

장보다는양 성장에 치우쳐져왔다[3,4]. 이제는 소모

으로 학들이 경쟁하는 것을 이고 학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학 기본역량 진단에 앞서 국립 학이 기 보호 학문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발 시켜야 하며 사립 학은 자

율성이 높은 재정지원을 토 로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

다고 주장하 다.

둘째, 4차 산업 명시 가 도래하 으며그에 따른 창

의 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2,5]. 이를 해 통 으로 고정화되고 경직된교육과정

이 아닌 학습자 심의 유연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수

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수요와 공

을 일치시키는 것이 시 하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여가 삶의 질 제고를 한 교육 등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학입학자원의 감소는 학 구조개 의 직

인 동인이다[2,4-6]. 교육부는 2020년 이후 입학정원과

입학자원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측할 때, 학의

정 규모 조정, 부실 비리 학에 한 구조개 등이

시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100세 시 로 바뀌어가

는 요즘, 고등교육은 유학생, 재취업학습자 등 새로운 수

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넷째,고등교육의 균형 발 을 통해 지역과 학의 상

생 발 이 필요하다[2,6]. 지역균형 발 , 학 특성화,

지역특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으로 두되

고 있다[6]. 교육부 한 학이 교육, 연구, 산학 력, 사

회 사 등을 지역사회와 력함으로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인력을 육성하며 지역 문화를 발 시키는 상생

구조로 변화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2 대학 평가 정책 

학 구조개 평가는 학 구조조정과 그 맥락을 같

이한다. 구조개 은 정부가법규 신설, 평가, 재정지원등

을 연계하여 학구조의 변경을 공 이면서 타율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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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구조조정은 학의 입장에서

자율 으로 실행하는 의미가 강하다[7]. 하지만 일부 학

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으로 두 용어를통합하여 활용

하고 있다. 신 석은 학구조개 을 학의 경쟁력 강

화를 해 학 자체 혹은 정부 차원에서 시도되는 학

의학사, 인사, 행정 재정등교육 조직 구조의 합리

재편으로 학 내뿐 아니라 학 간에 걸쳐 범 하

게 진행되는 계획 인 변화노력을 통해 새로운 조직 문

화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8].

한 학 구조개 정책이란 학조직 내외의 변화

에 응하기 하여 정부 차원에서 학체제의 양 구

조 개편( : 입학정원 감축, 학 간 통폐합, 부실 학 퇴

출 등), 학의 학사 체제 개선( : 학별 특성화, 학

과 개편, 교육과정 개편, 회계제도 개선, 교직원인사제도

개선 등), 행정 재정 인 조치( : 구조조정 실 과재

정 지원과의 연계, 구조조정을 한 특례 마련, 등) 등을

수행함으로써 학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획 인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9].

2015년 교육부는 학 구조개 평가를 해 학과

문 를 구분하여 1단계로 교육여건, 학사 리, 학생지

원, 교육성과를, 2단계로 장기발 계획, 교육과정, 특성

화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 교육부는 먼 1단계

평가를 통해 수가 상 으로 낮은 학을 상으로 2

단계평가를 실시하 다. 한 3년동안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 학은 구조개 원회의 심의를 거쳐등 하향조

정이나 감 하 다. 결과 발표로 그룹I은 A(95 이상),

B(90 이상), C(90 미만) 등 을 받은 학교이며 그룹II

는 D(70 이상), E(70 미만) 등 을받은 학교 다. 교

육부는 1단계 평가에서 낮은 수를 받은 학을 상으

로 장평가를 실시하 다. 그 후 C등 으로 일부 학

교만 상향 조정되었으며 D등 을 D+와 D-로 구분하

다. 최종 A등 을 받은 34개교는 자율 으로 정원을 감

축하 으며 B등 을 받은 56개교는 정원의 4%를, C등

을 받은 36개교는 7%를, D등 을 받은 26개교는 10%를,

E등 을 받은 6개교는 15%를 감소하도록 권고받았다.

2015년 학 구조개 평가 이후, 교육계는 학 구조

개 정책에 한 의문을 제기하며 학체제의 근본 인

변화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문제 을제기하 다[2].

개별 학들의 여건과는 거리가 먼 지표를 충족해야 하

는 압박감이 있으며 학은 교육과연구보다는 평가 수

를 올리기 해 서로 치를 보며 소모 을 치루는 비정

상 인 상황이 개되었다는 지 도 있다. 한 학들

이 수동 인 입장이 아닌 능동 인 입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정책의 목표, 내용, 수단, 결과

활용에 한 합리 인 단계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이 제기되었다[6,7].

2015년 학 구조개 평가를 실시한 후, 정부와 이해

집단들의 서로 엇갈린 의견들이 도출되어 쟁 화되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 구조개 평가의 문제 을 개선하

고 새로운 평가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학 기본역

량 진단이라고 평가명을 수정하 다. 학 기본역량 진

단은 학을 평가하기보다는 진단과 지원하여 학의 자

율 인 발 을 모색하기 한 것이라고 강조하 다. 교

육부는 기본역량 진단을 토 로 학이 자율 으로 발

하도록 지원함으로 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 다. 이는 2015년 학 구조개

평가 시 국의 학을 등 화하여 서열화시키고 정원

감축에만 을 맞추었다는 문제 을 개선하는 차원이

라고 설명하 다. 따라서 2018년 학 기본역량 진단은

2015년 학 구조개 평가와 다른 평가목 결과활

용, 평가지표, 평가운 으로 구분한다고 발표하 다.

교육부는 2018년 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세부

으로 등 을 나 지 않고 자율개선 학, 역량강화 학,

재정지원 학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고 하 다. 일정 수

이상의 자율개선 학에게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일반

재정을 지원하며, 역량강화 학은 정 규모를 유도하며

특수 목 사업을 통해 특화 발 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 재정지원제한 학은 운 의 효율화 추진 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한 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권역별 균형을 고려

하며 법인의 책무성, 구성원의 참여 소통을 진단하며

부정․비리 학은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 다. 정원 감축

은 역량강화 학 재정지원제한 학에 감축을 권고하

며 권역별 감축 비 의 하한을 설정한다고 하 다. 한

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정보공시, 사립 학재정회계지

표 등을 공개함으로 학생의 선택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하 다. 이러한 새로운 진단 방향에 따른 련 법률

을 제정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폐교 시 교직원을 보호하

는 고등교육법 등을 재정을 검토 이다.

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제외되는 학은 재학생 정

원이 100% 종교지도자 양성 목 인 학이거나 50% 이

상 종교계학과 주 학, 재학생 50% 이상이 체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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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인 학, 설‧ 환‧통폐합 등으로 편제완성후 2년 미도

래(’18.3월 기 )한 학, 그리고 학구조개 원회 심

의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학이다. 학 기본

역량 진단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진단을 실시하며

일반 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구‧경북‧강원권,부산‧

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으로 권역을 분류한다. 진단

은 10명 내외가 1개 지표 으로 구성되어 진행됨으로 1

개 학 평정 원은 40명 내외가 된다.

1단계에서는 발 계획 성과(2 ), 교육 여건

학운 의 건 성(21 ), 수업 교육과정 운 (20 ), 학

생 지원(16 ), 교육성과(16 )를 평가하며 2단계에서는

공 교양교육과정(11 ), 지역사회 력· 기여(5 ),

학 운 의 건 성(9 )을평가한다. 진단결과에 토 로

따라 재정지원 제한 학 유형Ⅰ과 Ⅱ로 구분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 으로 하게 된다. 재정지원 제한유형Ⅰ

학은 학별 여건, 재정지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

정지원을 일부 제한하며 재정지원 제한유형Ⅱ 학은 정

부 국가장학 , 재정지원 사업, 학자 출 등 재정지원

면 제한된다. 한 학 기본역량 진단을통한 정원 조

정, 수요자의 선택, 통·폐합 진, 한계 학 퇴출,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양 조정을 할 것이라

고 밝혔다.

3. 학과  대 과 개  방향

본 장에서는 학 평가 정책에 따른 A 학교 기독교

교육과 응을 학과 황과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1 특 화 

A 학교 기독교교육과는 학과의 특성을 나타내는 교

육목 , 인재상, 교육목표 핵심역량을 수립하 다. A

학교의 건학이념은 기독교정신과 한구석 밝히기이며

교육목 은 한구석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 육성이다. 이

에 따른 기독교교육과 교육목 은 학건학이념과 교육

목 을 기반으로 기독교정신과 한구석 밝히기정신을 바

탕으로 아름다운 기독인 교육자를 육성하는것이며 학과

인재상은 실천·창의·인성 인재로서의 기독교교육 문가

로 정하 다. 기독교교육과의 목표는 기독교정신과 한구

석 밝히기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종교교육)에

한 문 인 이론과 실천을 탐구하여 인성과 자기 주도

역량을 겸비한 실천 창의 인재로서 종교교사, 교회

교육 사역자, 청소년 상담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과

의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역량, 리더십 역량, 인성․ 성

역량, 융합실무 역량, 로벌역량, 문제해결 역량으로 구

분하 다.

기독교교육과 발 계획 수립과 운 을 해 핵심교육

기능, 교육지원체계 강화 교육여건 개선으로서의 인

라 첨단화에 주력하고 있다. 핵심교육 기능 강화를

해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역량 진로 심의

교육과정을 운 하며 장역량을 향상시키는 정규교과

와 비교과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수업은 학습자

심으로 환하며 평가 방식을 개선함으로 학습의 효과를

극 화하고자 한다. 복수 공을 유지하고 타 학과나 타

공과의 연계하여 심사에 따라 역량을 극 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재 인문 학 유아교육과에서 복수

공을 하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

교 학의 타 공 트랙과 연계 공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해 신입생 응 로그

램, 교직 함양 로그램 취업지도 로그램운 , 다

양한 장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입생 응 로

그램으로 입학 한 주간 동안 아리비 학기를 운 하

여 학생활의 방향 설정과 장기 인 경력 개발 계획 수

립할 뿐만아니라 단과 학 학과별 모임을 통해 교수,

선배, 동료와 계를 형성하며 정 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학 학 개강집회와 경건

훈련은 성역량을 높이게 하며 국기독교교육과 연합

회 어울림제는 문 기독교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

키는데 도움을 다. 교직 함양 로그램으로는 수업

시연 촬 수업 행동분석 평가, 교직 성 인성 검사

후 미통과자 함양교육, 공과교재개발 회, 학교 장이해

로그램, 국기독교교육과 연합회 학술제, 단기해외

장학습 체험, 해외 사활동 등이 운 되고 있다. 한편, 기

독교교육과 학생들은 총장 특별 장학, 성 우수, 사,

국가 장학 유형 I / II, 장학사정 제, 민들 장학 , 국

가 근로장학 , 인턴장학 , 외부 장학 등의 장학지원

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인 라 첨단화를 통해 교육 여

건을 개선하고 있다. 를 들어 학과 용 강의실을첨단

화하고 학과 자료실에 학과 공 도서를 확보하고 있다

한 도서 을 통해 기독교교육에 한 련 도서를 구

입하고 공에 련된 국내외 학술자료를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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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와같이 A 학교 기독교교육과는 학 평가정책에

응하여 교육목 , 인재상, 교육목표, 핵심역량을 개선

하며 핵심교육 기능 강화, 교육지원체계 강화 인 라

첨단화를 통한 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학과의

개선 방안은 먼 본과가 나아가 갈 핵심 인 특성화 방

향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다. 사범계 기독교교육과,

개 주의 보수주의 신학성향, 한구석 밝히기의 학교

이념등 A 학교만이 지니고 있는특성을기반으로 체계

인 기독교교육과 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3.2 과정

A 학교 기독교교육과의 신학 성향은 개 주의 신

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삶의 규범이자

최종 권 가 됨을 인정한다[10]. 이러한 신학 성향

상기의 교육목 과 인재상 등을기반으로 교육과정이

수립되었다. 최근 교육과정 진단 개선은 2012년에 실

시되었으며 이 시기에 학과의 핵심역량을수립하고 역량

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 다. 2016년에는 2017년 교육

과정 개편을 해 교육과정 개발․개선 교육과정보고

서 작성이 수행되었다. 2017년부터는 학생 공지도를

한 진로트랙을 제시함으로 학생들이 향후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강좌를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 교과

목별로 주요 핵심역량, 역량증진 방안, 역량평가 방법 등

을 강의계획서에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재 A 학교 기

독교육과는 공 50학 이상(기본이수과목 포함), 교직

23학 이상, 공과목 체평균 75 이상, 교직과목

체평균 80 이상, 4주의 학교 장실습), 60 시간의 교육

사, 응 처치 심폐소생술 2회 이상, 교직 성 인

성 검사 격 정 2회 이상의 이수 기 을 제시하고 있

다. 한 복수 공(유아교육과)을 실시하고 있으며 융합

(연계) 공을 권장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교육과정 A-PDS(Plan, Do, See)

System을 도입하여 교육과정의 분석 설계, 개설

운 , 평가 환류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편성과 개편

등을 통합한 질 리를 하고 있다. 원칙 으로 공교과

과정 개편 주기는 1년으로 하며 교과품질 리 평가 결과

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교과품질평가의 평

가체계 개발, 평가결과 분석 피드백은 A 학교 교육

신원 교육품질 리센터에서 주 하며 교과품질평가는

공별로 매 학년도 말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

과를 교육 신원에 통보한다.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은 재 기독교교육과에서 세 개

의 진로트랙 곧 종교교사, 교회교육 사역자, 청소년 상담

사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에 따라 교과 비교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필요하다. 한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신학, 교육학 등 다양

한 학문을 수용하는 간학문 간의 시도하는 강좌를 개설

함으로 학생들이 체계 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야 할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이론과 실제의 연구를 추구

하고 있으며 학생들 한 장과의 연계에 한 필요성

을 요청함에 따라 교과목 수업 내용에서 교회 장, 학교

장, 기독교기 등의 장 실무와 연계할수 있는 수업

운 이 필요하다[10].

3.3 수업 질 리 

수업 질 리는 학사지원과, 교육품질 리센터, 교육

역량강화센터와 연계하여 강의 리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의개설, 강의계획, 강의운 , 휴․보강 리, 강의

평가, 강의품질 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강의개설 단

계에서는 강의개설 강좌에 한 평가를 거치게 되며, 강

의계획 단계에서는 강의계획서를 평가받게 된다. 강의운

시에는 간고사 성 입력, 학생의 간평가, 교수자

자가평가, 강의촬 분석, 학습자 진단평가 등을 거치

게 되며, 휴․보강 시에는 계획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강의평가 단계에서는 학생의 강의평가, 강의평가

공개, 강의컨설 등이 이루어지며, 강의품질 리 단계에

서는 교육역량개선 로그램, 교수역량 공유 확산, 티

칭 포트폴리오 작성 등이 있으며 수업품질 리를 한

교수자의 노력과 성과는 업 평가에 반 된다. 그 외에

교육역량강화센터 부서 등에서 진행하는 교수법 특강

워크 , 공 계열별 수업연구회등의 참여를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향후 수업 질 리를 높이기 해서는 다각 인 측면

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좋은 학수업의 특성을 분석

한 안지혜에 따르면 학습내용 구성과 제시 방법, 학습동

기 유발 학습 지원, 학습방법, 학생 학업성취평가

수업평가, 단 수업 한 학기 체수업 리 등에서 차

별성이 있음을 제시하 다. 따라서 다각 인 측면에서

수업의 질 리를 실시하며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반 할 필요가 있다[11].



합정보논문지 제8  제3호158

3.4 과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학과 교수는 신입생 충

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도탈락율을 낮추고자

극 으로 학업지도 상담을 실시하며지표를 리하

고 있다. 한 취업률을 높이기 해 극 인 취업지도

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

하고자 교육만족도(교과과정, 학교 수업, 비교과 교육

활동 등), 교육과정만족도(교양교육과정, 공교육과정),

강의만족도(교수 수업 비도, 높은 수업의 질, 공정한

수업 평가, 교수의 학생 계 노력), 임교수 강의율 등

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성과에 한 개선 은 기독교교육과의 타학과

공, 타 학 기독교교육과와의 교육성과 비교를 통해

치를 악하고 부족한 역에 한 개선방향을 수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차원의 교육성과 외

에도 학과차원에서 학생들을 찰,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심층 인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3.5 학생지원 

학생지원은 A 학교 학교차원의 아리(아름다운 리더)

비교과 로그램과 학과차원의 비교과 로그램, 학업․

진로․취업지도 상담, 학생역량 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차원의 아리비교 로그램은 인재상과 역

량을 심으로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있으며 아리비교과

센터에서 마일리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학과

에서는 각 부서별 로그램을 학업진로 상담 시 소개

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족한 역량을 고취시키고 있다.

아리비교 로그램 학과와 하게 연계되고 있는

로그램의 는 Jump-up 로그램이다. Jump-up 로

그램은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악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그램으로 상은 복학생, 편입

생, 성 경고자(평 1.5 미만자, 4 과목 이상 F인 자), 학

업부진자(평 2.0이하)의 학생이며 성 경고자의 경우

는 필수 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지도교수는 멘토로

학기별로총 2회 이상생활지도를상담해야 하며, 공학

습과 학과생활을 상담한다. 기독교교육과의 경우, 복학

생, 학업부진자 등을 심으로 Jump-up 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다.

학생지원을 한 학과차원의 비교과 로그램은 기독

교교육과 배, Deep Talk!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과

특강(학교 장이해), 국 기독교교육과 연합회 어울림

제, 교생실습 평가회, 공과개발 회, 국 기독교교육과

연합회 학술제, 기독교교육과 코이노니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과 련된 상담을 살펴보면 지도

교수는 공과목의 7주-9주차 동안 5교시 이상 결석자

는 10주-12주까지 6교시 이상 공과목 결석자, 결석

횟수 10교시 이상 장기 결석자( 도탈락 방)에 하여

상담을 실시한다. 한 간고사 학업부진자(성 하

20%)도 상담 상이다. 상담 차는 학과 임 교수가 담

당 과목별 간고사 학업부진자 명단을 작성한 후 학과

회의를 통해 명단을 취합한다. 지도교수별로 학업부진자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상담 결과를 학

과장이 취합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한다.

그 외에 진로지도는 진로상담과 진로 련 필수 교과

목 강좌를 참여하게 한다. 한 상시진로지도 시스템을

참여하게 하고 취업 련 자격증 수료증 취득을 지원

한다. 취업지도로는 취업 교수제 용, 취업 세미나 과목

운 , 심폐 소생술 응 처치 교육 실시(성인, 아동

CPR) 등을 진행하고 있다. 1학년 1, 2학기에 ‘아리진로탐

색과 학생활’, ‘아리진로상담과 창의융합 기업가정신’

강좌를 1학 씩운 함으로학생들이 학생활 기부터

자아성찰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진로에 해 미리 살펴보

고 자신에게 맞는 구체 인 진로계획을 체계 으로 수립

하도록 하고 있다. A 학교 커리어개발센터는 취업지도

상담을 실시하며 취업세미나 교과목을 운 하고 경기청

년뉴딜사업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한 학생 핵심역

량 진단, 진로 성 소질검사(Wide Me) 등을통해 학생들

이 자신의 진로이력을 리하도록 돕고 있다.

학생지원의 개선 방향은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이 가

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상황과 그에 따른 학습을

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학습부진이 일어나기 에 미리 방할 수 있

도록 학과차원에서의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한 학과의 비교과 로그램도 학과 핵심역량과의 연계

보완을 통해 체계 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의 공심화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습, 진로설정 취업

이 원활하게이루어질 수있는유기 인 체제가필요하다.

3.6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

지역사회 력과 기여를 해 지역학교에서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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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합창제, 기 배 등)에 지원 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고등학교와 하게 력하여 학교장, 교

목, 교사는 특강 강사로 청되어 학교 장 실무를 달

해 다.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은 직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 하여학교 장을 이해할 기회를 갖는다. A

학교 기독교교육과는 사범계 학과로서 학생들은모두 유

치원, ‧ ‧고등학교에서 60시간 교육 사를 하고 있으

며 4학년 1학기에 4주간 동안 학교 장실습을 경험하게

된다.

지역사회와 력 기여측면은 다른 역에비해 향

후 극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A 학교는 안양시

뿐만 아니라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수원시등과도 지리

으로 하다. 따라서 그 지역의 교회, 기독교교육기

, 학교 유치원, 련 지역기 등과 MOU 등을맺어

력 인 사역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생들이 직 유 기 을 방문하거나 인턴, 사 등을

통해 실무경험을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근처 타 학 기

독교교육과와의 력 인 교육 연계 로그램을 추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 평가 정책에 따른 A 학교 기독교교

육과의 응으로 황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살펴보

았다. 학 기본역량 진단은 2015년 학 구조개 평가

의 문제 을 악하고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를 일부 수정하 다. 학 기본역

량 진단 평가는 재진행 이고 학은향후 변화될 고

등교육 모습에 맞춰 신을 모색하고 있다. 기독교교육

과는 이러한 시 변화와 정부차원의 평가에 한

응이 필요하다.

본연구를 통하여 제언할바는 학은 더이상 구조개

의 수동 객체가 아닌 능동 주체가 되어야한다.

학 구조개 을 시장의 메커니즘이나 정보의 최소개입에

의해 진행되는 서구사회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학이 순응하는 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학이 먼 4차 산업 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미래사회의 인구감소, 수명연장에 따른 평생교육

필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개 의능동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은 다양한 교과활동 비교과 활

동을 통해 융합 교육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12].

공교육 한 등 이러닝 활성화 정책, 학교 밖 학습

지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고교학 제 등과 같은 미래

교육에 한 안을 찾고 있다. 따라서 학의 학과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민감하게 응하며 이 시 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수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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