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비교과 교육과정 요구조사 주요 결과

조사
개요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

➢ 조사 일시 : 2021년 4월 27일 - 5월 12일

➢ 조사 방법 :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수: 총 850명

설문
조사

➢ 기본사항(5문항)

➢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2문항)

➢ 비대면 진행방식(2문항)

➢ 학과 주관 비교과 프로그램(2문항)

➢ 행정부서 주관 비교과 프로그램(7문항)

➢ 비교과 참여성과(2문항)

➢ 기타의견(1문항)

응답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동기(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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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사

• 비교과프로그램참여동기 : ‘진로탐색및희망하는직업준비’(4.32점)>‘전공 외 지식

기술 습득’(4.02점)> ‘전공분야의 전문성 향상’(3.95점) > ‘배우는 즐거움’(3.92점)> 

‘대학소속감 증진(3.43점)‘마일리지 점수취득’(3.55점)> ‘공강시간

활용’(3.21점)>‘다양한 교우관계 형성’(2.90점)

• 학년별비교과프로그램참여동기

- 1학년 : 진로탐색 및 희망하는 직업준비 > 마일리지 점수 취득

- 2학년 : 진로탐색 및 희망하는 직업준비 > 마일리지 점수 취득

- 3학년 : 진로탐색 및 희망하는 직업 준비 > 전공 외 지식 기술 습득

- 4학년 : 진로탐색 및 희망하는 직업준비 > 전공분야의 전문성 향상

비교과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미참여자)

• 1순위 :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공지 부족’(35.04%, 41명)

• 2순위 :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없음(29.91%, 35명)



비교과 프로그램 선택 중요사항,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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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 프로그램 선택 중요사항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4.63점)> ‘프로그램 운영 일정’(4.24점)> ‘프로그램

진행방식(대면, 비대면)’(3.88점)>‘프로그램 진행형태(강의형, 참여형)’(3.88점)> 

‘비교과 마일리지 점수 부여’(3.55점)

• 비교과프로그램 유용성

‘비교과프로그램을통해 진로및적성탐색에도움이된다’ (4.28점) > 나의역량을

향상시킨다(4.11점) > 대학생활에도움을 준다(4.09점) > 학습능력을증진시킬 수 있다(3.97점) > 

취업준비에도움이 된다(3.96점)

• 학년별비교과프로그램유용성

1학년 : 진로 및 적성 탐색 도움 > 대학생활에 도움

2학년 : 진로 및 적성 탐색 도움 > 역량 향상

3학년 : 진로 및 적성 탐색 도움 > 역량 향상

4학년 : 진로 및 적성 탐색 도움 > 취업준비에 도움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비교과 교육과정
요구조사



개설희망 비교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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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과
대
학

학습역량
강화

개설희망
프로그램

진로지원
심리상담
개설희망
프로그램

취업지원
창업지원
개설희망
프로그램

학과 주관 개설희망 프로그램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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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과
대
학

진로지원
심리상담
개설희망
프로그램

학과 주관 개설희망 프로그램

인식된 핵심역량 향상 정도

더 도움받고 싶은 핵심역량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응답

자들은 성장지향성(4.08점), 자기주도

학습(3.92점), 공동체 의식(3.82점), 논

리적 의사소통(3.81점)의 순으로 향상

했다고 인식

•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더 도움을 받고 싶은 역량은 문제해

결적대처(4.39점), 성장지향성(4.36

점)·논리적의사소통(4.36점), 창의성

(4.32점)의 순으로 나타남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기타의견(주관식)

항목
빈도

(명)

케이스

퍼센트(%)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545 64.12%

프로그램 홍보 확대 531 62.59%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개

설
381 44.82%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 확대 175 20.59%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 추가 156 18.35%

프로그램 성과 공유 183 21.53%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308 36.24%

기타 22 2.59%

전체 2,302 27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