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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웨슬리언�비교과�교육과정인증제�운영�계획

1.� 도입�배경

Ÿ 대학의�인재상과�정합성을�이루는�교육과정�개발의�필요성

Ÿ 4차�산업혁명시대라는�전�지구적�차원의�대외적�여건�변화

Ÿ 국가,� 기업,� 지역사회�및� 학생이�요구하는�수요자�중심의�교육과정�필요성�

Ÿ 미래사회�인재�양성을�위한�핵심역량기반�교육과정의�고도화�요구

Ÿ 교육품질�향상을�위한�교육과정�운영�및� 성과관리�시스템의�필요성

2.� 학습지원에�관한�학생의�인식�반영

Ÿ 교수학습에� 관한� 학생의� 인식� 조사� :� 대학� 교수·학습� 과정� 설문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8)

Ÿ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대학� 평균에� 학습� 영역에� 큰� 차이를�

보이지�않음

Ÿ 능동적·협력적�학습�활동은�수도권�대규모�대학�대비�낮은�수준이지만�다른�비교군보다는�

높은�수준,� 능동적·협력적�학습�역량을�강화�할� 수� 있는�프로그램�관리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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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수·학습의� 성과는� 수도권� 대규모� 대학�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비교군� 보다는� 높은�

수준,� 학습의�성과를�적절히�측정하고�환류�할� 수� 있는�시스템�필요

Ÿ 학생� 지원의� 질은� 지난� 2013년�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 이후� 교수학습� 영역에� 꾸준

한� 투자와� 관리가� 시작되었고� ad� fontes� 2025� 발전계획의� 특성화� 계획에� 따라� 체계적

인�교육�질� 관리�프로세스�정립�필요

3.� 운영�목표

Ÿ 대학의�인재상과�정합성을�이루는�웨슬리언�비교과�교육과정�시스템�구축

Ÿ 4차산업혁명�시대에�요구되는�핵심역량기반�비교과�교육과정�로드맵�구축

Ÿ 초고속으로� 변화·성장하는� 일자리� 지형에� 탄력적으로� 대처가능한� 전공� 교육과정� 로드맵�

구축

Ÿ 6대핵심역량(웨슬리역량)� 기반�비교과�교육과정�체계�구축

Ÿ 교육품질�향상을�위한�교육과정�운영�및� 성과관리�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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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 예비인증�성과� -� 비교과�교육과정�로드맵

Ÿ 2017학년도� 비교과� 교육과정� 예비인증을� 통해� 학년� 및� 핵심역량별� 비교과� 교육과정� 로

드맵�구축,� 데이터�기반�성과관리를�위한�기틀�마련

5.� 웨슬리언�교육과정�인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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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체�모델�중�비교과�교육과정�인증에�해당하는�기초인증과�성과인증�추진

6.� 비교과�교육과정�인증�모델

Ÿ 2017학년도�기초인증을�통해�비교과�성과분석을�위한�기반�마련

7.� 웨슬리언�비교과�교육과정�인증제�추진�현황�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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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7학년도� 예비인증� :� 대학�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점검(61개� 프로그램� 중� 2개� 프로그

램� 기준� 미달로� 폐지),� 학점� 부여� 프로그램의� 기준� 정립(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에만�

해당),� 해외�프로그램�개선안�및� 비교과�교육과정�로드맵�구축을�위한�기초�자료�마련

Ÿ 2018학년도� 기초인증� :�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합리적� 운영� 평가,� 환류� 실적� 분석을�

통해�우수�프로그램�발굴,� 인센티브�부여

Ÿ 2019학년도� 성과인증� :�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학습역량� 및� 핵심역량� 발달에� 대한� 통계

적�접근,� 통계적으로�유의한�성과�프로그램에�대한�인증�실시�및�인센티브�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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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웨슬리언�비교과�교육과정� CQI� 보고서�평가�편람

1.� CQI� Report� 보고서�평가�기준� -� CIPP� 모형

-� CIPP� 모형은� 1960년대� 미국의� 초등등교육법� 실행�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개

선을� 위한�평가� 모형(Stufflebeam,� 1983),� 현재�교육부� 평가� 및� 다양한� 교육� 평

가�영역에서�수정·보완하여�평가에�반영�중

-� 상황평가(context),� 투입평가(input),� 과정평가(process),� 산출평가(product)� 네�

가지�평가�요소로�개발

가.� 평가� 기준� :� 상황� 투입,� 과정,� 산출,� 환류의� 4개� 평가영역,� 20개의� 준거

로�정성�지표� 40점,� 정량지표� 60점� 총� 100점� 배점으로�구성

영역 내용� /� 20개�준거 정성� /� 정량 배점

상황평

가

(C)

Ÿ 설문조사� 결과� 활용에� 따른�

계획�수립� 정도

Ÿ 6개� 준거

정성� 15점,� 정량� 15점 30점

평가위원의�종합�평가로�영역점수�총점�반영� 비율�지정 80~100%

투입평

가

(I)

Ÿ 운영� 절차와� 계획� 이행도에�

관한�자기� 점검

Ÿ 2개� 준거

정량� 10점 10점

평가위원의�종합�평가로�영역점수�총점�반영� 비율�지정 80~100%

과정평

가

(P)

Ÿ 이탈방지� 노력� 결과와� 프로그

램의�만족도�결과

Ÿ 5개� 준거

�정량� 25점 25점

평가위원의�종합�평가로�영역점수�총점�반영� 비율�지정 80~100%

산출평

가

(P)

Ÿ 각� 단계별� 환류� 계획의� 적절

성

Ÿ 7개� 준거

정성� 20점,� 정량� 15 35점

나.� 세부�평가�기준

1)� 상황평가(C)� :� 계획의�합리성

Ÿ 프로그램� 운영� 목적과� 특성이� 해당�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인지� 확인

하고,� 학생의�요구에�부합한�프로그램�운영�계획�수립�적절성에�대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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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준거 특성 내용 배점

상황

평가

계획의�합리성 정성 프로그램�내용이�해당�역량�증진�가능�여부 5점

사전�요구조사 정량 사전요구조사�실시율(5점�만점� 환산) 5점

사전�요구조사�결과�반영 정성 사전�요구�조사� 반영� 내용의�적절성 5점

2017�만족도�실시율 정량 만족도�조사�실시율(5점� 만점�환산) 5점

2017� 만족도�점수 정량 만족도�조사�평균� 점수 5점

2017�만족도�결과�반영 정성 개선�의견�반영� 내용의�적절성 5점

계 정성� 15점,� 정량� 15점 30점

평가위원�평가�영역점수�총점�반영�비율� 지정 80~100%

2)� 투입평가(I)� :� 예산�투입의�적절성

Ÿ 투입한� 자원의� 적절성� 및� 배정(계획)� 예산의� 지출율에� 관한� 평가,� 투입�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인적� 자원에� 관한� 사항은� 전체� 직원� 정원� 및� 부서� 특성에� 따름으로�

통제가�불가능하여�제외

Ÿ 투입� 예산은� 학교� 정책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성격이� 커� 담당자가� 통제하기� 어

려우므로�배점을�낮게�설정�

영역 준거 특성 내용 배점

투입

평가

배정�예산�지출율 정량 지출율(5점� 만점� 환산) 5점

예산�사용의�합리성 정성 학생� 1인당�예산의�적절성 5점

계 정성� 5점,� 정량� 5점 10점

평가위원�평가�영역점수�총점�반영�비율� 지정 80~100%

3)� 과정평가(P)� :� 운영과�관리에�관한�프로그램�담당자의�자기진단

Ÿ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이탈� 관리� 정도와� 대상� 학생(일반� 학생� 및� 학업미성취학

생)이� 적절히� 모집되어� 운영되었는지,� 운영� 절차와� 시기,� 증빙자료� 관리를� 위한�

노력에�대한�평가

영역 준거 특성 내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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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평가

이탈방지�노력 정량 수료비율(5점� 만점� 환산) 5점

운영�계획의�합리성 정량 자기진단�점수�평균 5점

운영�관리의�체계성 정량 자기진단�점수�평균 5점

운영�절차의�적합성 정량 아니오�개당� 1점� 차감 5점

운영�자료�관리�노력 정량 7개�증빙� 자료� 중� 미비�건당� -1점� 5점

계 정량� 25점 25점

평가위원�평가�영역점수�총점�반영�비율� 지정 80~100%

4)� 산출평가(P)� :� 프로그램�운영의�정성적,� 정량적�결과�및� 성과

Ÿ 와�배정� 예산의� 효율적� 사용� 정도,� 해당� 핵심역량� 향상� 가능성,� 웨슬리언� 포인트�

부여�정도의�적절성,� 만족도�수준,� 개선�방안의�적절성에�대한�평가

영역 준거 특성 내용 배점

산출

평가

역량�향상�자체진단 정량 담당자의�프로그램�성과�자기진단�점수�평균 5점

웨슬리언�포인트의�적절성 정성 1인당�포인트�부여의�적절성 5점

2018�만족도�실시율 정량 만족도�조사�실시율(5점� 만점�환산) 5점

2018� 만족도�점수 정량 만족도�조사�평균� 점수 5점

계획�개선�방안의�적절성 정성 개선�방안의�적절성 5점

운영�개선�방안의�적절성 정성 개선�방안의�적절성 5점

결과�개선�방안의�적절성 정성 개선�방안의�적절성 5점

계 정성� 20점,� 정량� 15점 35점

평가위원�평가�영역점수�총점�반영�비율� 지정 80~100%

�

5)� 점수�종합

Ÿ 각� 영역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총점� 산출,�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평가하

고�평균�점수를�산출

Ÿ 최종�점수� :� 평균점수� =� ∑(평가위원�총점)/n(평가위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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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부여�및�프로그램�폐지

Ÿ 최종�점수와�총평�결과를�바탕으로�우수�프로그램과�인증불가�프로그램,� 개선�요

구�프로그램을�교과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통하여�지정

Ÿ 우수프로그램은� 웨슬리언� 포인트� 10%� 가산� 및� 우수프로그램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지정

Ÿ 인증�불가�프로그램은�직접적인�개입안을�제시,� 개입안�수용을�전제로� 조건부�인

증

Ÿ 개입안�수용�불가�시� 인증�불허,� 프로그램�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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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웨슬리언 비교과교육과정 인증을 위한 CQI Report 평가표
프로그램번호

2018 학년도 평가위원 소속
2 학기 성명

※ 해당 점수에 √
영역 준거 특성 내용 및 기준 배점 점수

상황
평가
(30)

계획의 합리성 정성 프로그램의 특성과 핵심역량의 정
합성

5점 1 2 3 4 5

사전 요구조사 정량 사전요구조사 실시율
- 5점 환산, 미실시 1점

5점 정량

사전 요구조사 결과 반영 정성 사전 요구 조사 반영의 적합성 5점 1 2 3 4 5

2017 만족도 실시율 정량 만족도 조사 실시율
- 5점 만점 환산

5점 정량

2017 만족도 점수 정량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 5점 정량

2017 만족도 결과 반영 정성
만족도 개선 의견에 따른 개선 내
용의 접합도 5점 1 2 3 4 5

상황 전반적 평가 반영비율
위의 진단 결과 총점 반영 비율을 
평가자가 조정

100% 80% 85% 90% 95% 100%

투입
평가
(10)

배정 예산 지출율 정량 지출율(5점 만점 환산) 5점 정량
예산 사용의 합리성 정성 학생 1인당 예산의 적절성 5점 1 2 3 4 5

투입 전반적 평가 반영비율
위의 진단 결과 총점 반영 비율을 
평가자가 조정

100% 80% 85% 90% 95% 100%

과정
평가
(25)

이탈방지 노력 정량 수료비율(5점 만점 환산) 5점 정량
운영 계획의 합리성 정량 자기진단 점수 평균 5점 정량
운영 관리의 체계성 정량 자기진단 점수 평균 5점 정량
운영 절차의 적합성 정량 아니오 개당 –1점 차감 5점 정량
운영 자료 관리 노력 정량 증빙 자료 미비 건당 -1점 5점 정량

과정 전반적 평가 반영비율 위의 진단 결과 총점 반영 비율을 
평가자가 조정

100% 80% 85% 90% 95% 100%

산출
평가
(35)

성과 자체진단 정량 자기진단 점수 평균 5점 정량

웨슬리언 포인트의 적절성 정성 1인당 포인트 부여의 적절성 5점 1 2 3 4 5

2018 만족도 실시율 정량 만족도 조사 실시율
- 5점 만점 환산

5점 정량

2018 만족도 점수 정량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 5점 정량

계획 개선 방안의 적절성 정성 개선 방안의 적절성 5점 1 2 3 4 5

운영 개선 방안의 적절성 정성 개선 방안의 적절성 5점 1 2 3 4 5

결과 개선 방안의 적절성 정성 개선 방안의 적절성 5점 1 2 3 4 5

산출 전반적 평가 반영비율
위의 진단 결과 총점 반영 비율을 
평가자가 조정

100% 80% 85% 90% 95% 100%

종합
의견

본 평가 위원은 위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음을 약속합니다. 
20   .    .   

평가자 :               (인)

협성대학교 교육혁신원장 귀하



- 13 -

Ⅲ.� 웨슬리언�비교과�교육과정� CQI� 보고서�평가�결과

1.� 평가�결과

1)� 상황평가(C)� :� 계획의�합리성

연번 담당부서
프로그램명

상황평가

계획
합리성

사전
요구
실시율

요구
반영

2017
만족도� �
실시율

2017
만족도� �
점수

2017� �
결과�
반영

상황�
비율

상황�
점수

평균 3.58 1.68 2.75 3.44 4.31 2.91 0.90 15.48

1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전략�수기�공모전� ‘남주자’ 3.60 0.00 2.00 2.50 4.10 3.20 0.91 14.01

2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지식콘서트 4.00 2.51 4.40 2.55 4.00 4.40 0.95 20.76

3 교수학습지원센터 삼시세끼 4.00 4.27 4.00 3.61 4.25 4.00 0.92 22.20

4 교수학습지원센터 탈출!� FM장학금 3.40 3.30 3.60 2.63 4.40 2.20 0.90 17.58

5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일반 4.40 2.89 4.20 1.04 4.15 4.80 0.99 21.26

6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지식융합 4.60 2.89 4.40 1.39 4.43 4.40 0.95 21.00

7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해피투게더 4.20 2.89 3.20 5.00 5.00 2.00 0.85 18.95

8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전공심화 4.60 2.89 4.20 0.61 4.12 4.60 0.96 20.17

9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베스트�메이트 4.20 2.89 4.20 1.67 5.00 4.40 0.95 21.24

10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글로벌�파트너십 4.40 2.89 4.00 2.00 4.50 4.40 0.97 21.52

11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global 4.80 3.17 4.80 5.00 4.20 5.00 0.99 26.70

12 교수학습지원센터 Pro-c� Big-C 5.00 0.73 4.80 1.53 4.30 4.60 0.98 20.54

13 교수학습지원센터 협성�프레젠테이션�대회 5.00 1.97 4.40 3.22 4.60 4.40 0.97 22.88

14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특강 4.40 0.05 3.20 0.52 3.83 3.60 0.93 14.50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과정 4.60 2.31 4.40 2.94 4.50 4.40 0.97 22.46

16 교수학습지원센터 글쓰기�클리닉 4.40 0.78 4.20 0.60 4.52 4.40 0.97 18.33

17 대외협력과 유학생� BUDDY�프로그램 4.20 5.00 3.80 5.00 4.79 4.20 0.95 25.64

18 운영과 書로書로독서클럽 4.20 0.00 2.00 5.00 4.00 1.80 0.86 14.62

19 운영과 독후감공모전 1.00 - 1.00 -　 -　 1.00 0.80 2.40

20 운영과 독서특강 4.20 0.00 2.00 3.20 4.00 2.00 0.88 13.55

21 운영과 손글씨쓰기 3.40 0.00 2.20 5.00 3.50 1.80 0.86 13.67

22 운영과 협성독서탐방단 4.20 0.00 1.80 5.00 4.00 2.00 0.89 15.13

23 운영과 도서관�이용교육 3.20 -　 2.00 3.20 4.00 1.40 0.85 11.73

24 운영과 도서대출왕 2.80 -　 2.00 -　 -　 1.40 0.84 5.21

25 운영과 서평쓰기 3.00 - 1.80 -　 　- 1.40 0.82 5.08

26 창업교육센터 창업캠프 4.00 0.00 1.20 5.00 4.30 2.40 0.88 14.87

27 창업교육센터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3.80 0.00 1.20 4.05 4.20 2.40 0.88 13.77

28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양성�캠프 1.00 - 1.00 - - 1.00 0.80 2.40

29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육성�사업 1.00 - 1.00 - - 1.00 0.80 2.40

30 창의융합센터 창의융합아이디어�공모전 5.00 2.74 4.60 2.60 3.89 5.00 0.99 23.60

31 창의융합센터 3D프린터�특강(초급) 4.80 3.31 5.00 5.00 4.00 5.00 0.99 26.84

32 취업지원과 Do� Dream� 역량개발�스터디 3.80 0.00 1.80 5.00 4.33 3.40 0.91 16.68

33 취업지원과 내일설계�프로그램 3.60 0.00 1.60 5.00 4.26 1.80 0.90 14.63

34 취업지원과 진로�캠프(학점� 미취득�시) 3.60 0.00 1.40 5.00 4.39 1.80 0.86 13.92

35 취업지원과 진로탐색�페스티벌 3.20 0.00 1.40 5.00 4.50 1.20 0.84 12.85

36 취업지원과 선후배�멘토� &� 멘토링 3.20 0.00 1.40 3.06 3.95 2.00 0.87 11.84

37 취업지원과 취업�캠프(학점� 미취득�시) 3.80 0.00 1.40 5.00 4.51 1.80 0.87 14.36

38 취업지원과 U6� 취업�캠프 3.80 0.00 1.40 5.00 4.53 1.80 0.86 14.22

39 취업지원과 해외인턴십 3.80 0.00 1.40 0.00 - 1.40 0.84 5.54

40 취업지원과 재학생�직무체험 1.00 - 1.00 - - 1.00 0.80 2.40

41 취업지원과 청년취업아카데미 1.00 - 1.00 - - 1.00 0.80 2.40

42 취업지원과 취업� IT� 교육 1.00 - 1.00 - - 1.00 0.80 2.40

43 취업지원과 직무�특강 1.00 - 1.00 - - 1.00 0.80 2.40

44 취업지원과 진로˙취업상담 1.00 - 1.00 - - 1.00 0.80 2.40

45 학생복지과 해외탐방연수 3.80 0.00 1.40 4.35 4.30 3.80 0.90 15.89

46 학생생활상담실 Sound�Minds(개별심리교육��프로그램) 4.40 0.88 4.20 2.84 4.53 4.20 0.96 20.21

47 학생생활상담실 집단상담 4.60 5.00 4.60 4.58 4.80 4.60 0.99 27.90

48 학생생활상담실 행복한�성적표 4.80 3.61 4.60 4.00 4.30 4.80 0.98 25.59

49 학생생활상담실 또래상담자�양성교육�프로그램 4.60 4.27 4.80 4.29 4.80 4.80 0.98 27.00

50 학생생활상담실 찾아가는�상담실 4.60 4.46 4.40 4.53 4.42 4.60 0.98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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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입평가(I)� :� 예산�투입의�적절성

연번 담당부서
프로그램명

투입평가

�예산
총액(계)�

예산�
지출율

참여
학생
(계)

1인당�
예산

예산�
합리성

투입�
비율

투입�
점수

평균�및� 합계 435,187,597 4.28 7,148 217,750 3.25 0.91 6.25

1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전략�수기�공모전� ‘남주자’ 3,086,419 5.00 23 134,192 4.60 0.98 9.41

2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지식콘서트 9,369,813 5.00 314 29,840 4.40 0.97 9.12

3 교수학습지원센터 삼시세끼 6,541,422 3.88 67 97,633 3.60 0.90 6.73

4 교수학습지원센터 탈출!� FM장학금 18,365,682 4.70 350 52,473 3.40 0.94 7.61

5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일반 14,468,246 4.09 200 72,402 4.00 0.94 7.60

6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지식융합 14,468,246 4.09 200 72,402 4.00 0.95 7.68

7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해피투게더 0 - - 0 2.80 0.89 2.49

8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전공심화 14,468,246 4.09 200 72,402 4.00 0.95 7.68

9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베스트�메이트 14,468,246 4.09 200 72,402 4.20 0.96 7.96

10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글로벌�파트너십 14,468,246 4.09 200 72,402 4.00 0.96 7.76

11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global 33,053,796 4.56 126 262,332 4.60 0.99 9.07

12 교수학습지원센터 Pro-c� Big-C 8,971,072 3.91 327 27,434 4.00 0.96 7.59

13 교수학습지원센터 협성�프레젠테이션�대회 3,770,516 4.75 81 46,550 4.60 0.99 9.26

14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특강 608,416 5.00 582 1,045 4.00 0.94 8.46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과정 4,543,582 5.00 80 56,795 4.00 0.97 8.73

16 교수학습지원센터 글쓰기�클리닉 3,326,392 5.00 114 29,179 3.80 0.95 8.36

17 대외협력과 유학생� BUDDY�프로그램 1,350,000 5.00 92 14,674 3.60 0.95 8.17

18 운영과 書로書로독서클럽 1,360,300 4.85 50 27,206 3.20 0.93 7.49

19 운영과 독후감공모전 　0 - - 0 1.00 0.80 0.80

20 운영과 독서특강 1,001,100 4.60 133 7,527 3.40 0.92 7.36

21 운영과 손글씨쓰기 171,200 1.70 12 14,267 3.20 0.88 4.31

22 운영과 협성독서탐방단 3,586,350 4.85 30 119,545 3.80 0.93 8.04

23 운영과 도서관�이용교육 140,000 5.00 789 177 3.40 0.91 7.64

24 운영과 도서대출왕 0 0 3 0　 1.40 0.82 1.15

25 운영과 서평쓰기 0 0　 104 0　 1.40 0.81 1.13

26 창업교육센터 창업캠프 6,066,000 4.33 14 433,286 3.20 0.88 6.63

27 창업교육센터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14,500,000 5.00 28 517,857 3.60 0.92 7.91

28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양성�캠프 0 - - 0 1.00 0.80 0.80

29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육성�사업 0 - - 0 1.00 0.80 0.80

30 창의융합센터 창의융합아이디어�공모전 850,320 5.00 91 9,344 4.40 0.98 9.21

31 창의융합센터 3D프린터�특강(초급) 437,000 3.68 91 4,802 4.20 0.95 7.49

32 취업지원과 Do� Dream� 역량개발�스터디 44,627,940 4.27 352 126,784 4.20 0.93 7.88

33 취업지원과 내일설계�프로그램 11,893,980 4.07 52 228,730 3.40 0.91 6.80

34 취업지원과 진로�캠프(학점� 미취득�시) 11,100,000 4.87 111 100,000 4.20 0.95 8.61

35 취업지원과 진로탐색�페스티벌 0 5.00 38 0 1.40 0.82 5.25

36 취업지원과 선후배�멘토� &� 멘토링 6,626,195 3.51 931 7,117 3.80 0.91 6.65

37 취업지원과 취업�캠프(학점� 미취득�시) 18,200,000 5.00 97 187,629 3.40 0.92 7.73

38 취업지원과 U6� 취업�캠프 5,000,000 5.00 7 714,286 3.00 0.91 7.28

39 취업지원과 해외인턴십 15,756,400 2.81 6 2,626,067 2.60 0.87 4.71

40 취업지원과 재학생�직무체험 0 - - 0 1.00 0.80 0.80

41 취업지원과 청년취업아카데미 0 - - 0 1.00 0.80 0.80

42 취업지원과 취업� IT� 교육 0 - - 0 1.00 0.80 0.80

43 취업지원과 직무�특강 　0 - - 0 1.00 0.80 0.80

44 취업지원과 진로˙취업상담 0 - - 0 1.00 0.80 0.80

45 학생복지과 해외탐방연수 81,028,800 4.66 45 1,800,640 3.20 0.90 7.07

46 학생생활상담실 Sound�Minds(개별심리교육��프로그램) 16,663,690 5.00 678 24,578 4.60 0.97 9.31

47 학생생활상담실 집단상담 1,077,000 2.32 14 76,929 4.40 0.95 6.38

48 학생생활상담실 행복한�성적표 22,286,570 5.00 119 187,282 4.60 0.97 9.31

49 학생생활상담실 또래상담자�양성교육�프로그램 6,456,590 4.87 41 157,478 4.60 0.97 9.18

50 학생생활상담실 찾아가는�상담실 1,029,820 3.74 157 6,559 4.40 0.96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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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평가(P)� :� 운영과�관리에�관한�프로그램�담당자의�자기진단

연번 담당부서
프로그램명

과정평가

수료
비율 합리성 체계성 적합성

증빙자료� �
여부
�-1점씩

과정� �
비율

과정� �
점수

평균 4.23� 4.13� 4.11� 4.60� 4.67� 0.91� 16.78

1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전략�수기�공모전� ‘남주자’ 5.00� 5.00� 5.00� 5.00� 5.00� 0.98 24.50

2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지식콘서트 3.17� 5.00� 5.00� 5.00� 5.00� 0.98 22.71

3 교수학습지원센터 삼시세끼 3.60� 4.50� 4.25� 5.00� 5.00� 0.91 20.34

4 교수학습지원센터 탈출!� FM장학금 4.15� 4.75� 4.75� 5.00� 5.00� 0.92 21.76

5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일반 4.07� 4.00� 4.25� 5.00� 5.00� 0.93 20.76

6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지식융합 5.00� 4.25� 4.00� 5.00� 5.00� 0.95 22.09

7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해피투게더 -　 3.00� 4.00� 4.00� 5.00� 0.85 13.60

8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전공심화 4.64� 4.00� 4.00� 5.00� 5.00� 0.95 21.50

9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베스트�메이트 3.61� 4.00� 4.00� 5.00� 5.00� 0.95 20.53

10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글로벌�파트너십 3.80� 3.75� 4.00� 5.00� 5.00� 0.93 20.04

11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global 5.00� 4.00� 4.75� 5.00� 5.00� 0.99 23.51

12 교수학습지원센터 Pro-c� Big-C 1.21� 4.00� 3.50� 5.00� 5.00� 0.96 17.96

13 교수학습지원센터 협성�프레젠테이션�대회 5.00� 4.00� 5.00� 5.00� 5.00� 0.98 23.52

14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특강 3.64� 3.50� 3.00� 5.00� 5.00� 0.93 18.73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과정 2.81� 4.00� 3.75� 5.00� 5.00� 0.95 19.53

16 교수학습지원센터 글쓰기�클리닉 0.83� 4.25� 3.75� 5.00� 5.00� 0.94 17.70

17 대외협력과 유학생� BUDDY�프로그램 5.00� 5.00� 4.50� 5.00� 5.00� 0.96 23.52

18 운영과 書로書로독서클럽 4.75� 4.50� 4.25� 5.00� 5.00� 0.93 21.86

19 운영과 독후감공모전 - - - - - 0.80 0.00

20 운영과 독서특강 5.00� 4.75� 4.00� 4.00� 4.00� 0.90 19.58

21 운영과 손글씨쓰기 3.75� 4.25� 4.50� 5.00� 5.00� 0.87 19.53

22 운영과 협성독서탐방단 5.00� 5.00� 4.75� 5.00� 5.00� 0.95 23.51

23 운영과 도서관�이용교육 5.00� 4.00� 4.00� 4.00� 4.00� 0.88 18.48

24 운영과 도서대출왕 -　 3.25� 3.00� 0.00� 0.00� 0.85 5.31

25 운영과 서평쓰기 - 3.00� 3.00� 0.00� 0.00� 0.84 5.04

26 창업교육센터 창업캠프 3.50� 3.25� 3.00� 5.00� 5.00� 0.88 17.38

27 창업교육센터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5.00� 3.25� 3.75� 4.00� 4.00� 0.88 17.60

28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양성�캠프 - - - - - 0.80 0.00

29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육성�사업 - - - - - 0.80 0.00

30 창의융합센터 창의융합아이디어�공모전 5.00� 4.75� 4.75� 5.00� 5.00� 0.99 24.26

31 창의융합센터 3D프린터�특강(초급) 3.79� 4.88� 4.50� 5.00� 5.00� 0.96 22.23

32 취업지원과 Do� Dream� 역량개발�스터디 4.57� 5.00� 4.00� 5.00� 5.00� 0.93 21.92

33 취업지원과 내일설계�프로그램 3.94� 4.00� 4.00� 5.00� 5.00� 0.91 19.97

34 취업지원과 진로�캠프(학점� 미취득�시) 4.91� 4.00� 4.00� 5.00� 5.00� 0.93 21.31

35 취업지원과 진로탐색�페스티벌 5.00� 2.50� 3.00� 3.00� 4.00� 0.83 14.53

36 취업지원과 선후배�멘토� &� 멘토링 5.00� 3.75� 2.75� 4.00� 5.00� 0.88 18.04

37 취업지원과 취업�캠프(학점� 미취득�시) 5.00� 4.00� 4.00� 5.00� 5.00� 0.93 21.39

38 취업지원과 U6� 취업�캠프 5.00� 3.50� 3.75� 5.00� 5.00� 0.88 19.58

39 취업지원과 해외인턴십 5.00� 4.00� 4.75� 5.00� 5.00� 0.89 21.14

40 취업지원과 재학생�직무체험 - - - - - 0.80 0.00

41 취업지원과 청년취업아카데미 - - - - - 0.80 0.00

42 취업지원과 취업� IT� 교육 - - - - - 0.80 0.00

43 취업지원과 직무�특강 - - - - - 0.80 0.00

44 취업지원과 진로˙취업상담 - - - - - 0.80 0.00

45 학생복지과 해외탐방연수 5.00� 5.00� 4.50� 5.00� 5.00� 0.94 23.03

46 학생생활상담실 Sound�Minds(개별심리교육��프로그램) 4.16� 4.75� 4.50� 5.00� 5.00� 0.96 22.48

47 학생생활상담실 집단상담 4.29� 4.75� 4.50� 5.00� 5.00� 0.96 22.59

48 학생생활상담실 행복한�성적표 3.62� 4.50� 4.75� 5.00� 5.00� 0.97 22.18

49 학생생활상담실 또래상담자�양성교육�프로그램 3.30� 3.75� 5.00� 5.00� 5.00� 0.96 21.16

50 학생생활상담실 찾아가는�상담실 5.00� 4.25� 4.25� 5.00� 5.00� 0.96 22.56



- 16 -

4)� 산출평가(P)� :� 프로그램�운영의�정성적,� 정량적�결과�및� 성과

연번 담당부서
프로그램명

과정평가

성과
자체
진단

포인트
적절성

2018
만족도
실시율

2018
만족도�
점수

계획�
개선

운영�
개선

결과�
개선

산출�
비율

산출�
계

평균 4.15 3.31 3.55 4.10 2.97 3.11 3.11 0.90 19.94

1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전략�수기�공모전� ‘남주자’ 5.00� 4.60 3.05� 4.75� 4.00 3.80 3.80 0.95 27.55

2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지식콘서트 5.00� 4.80 2.55� 4.00� 5.00 5.00 4.80 0.99 30.84

3 교수학습지원센터 삼시세끼 4.33� 3.80 4.40� 4.20� 3.20 3.20 3.20 0.91 23.96

4 교수학습지원센터 탈출!� FM장학금 4.33� 3.80 4.35� 4.00� 3.20 3.20 3.20 0.91 23.74

5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일반 4.67� 3.40 1.86� 3.90� 4.00 4.40 4.40 0.95 25.29

6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지식융합 4.33� 3.20 4.24� 3.90� 4.00 4.40 4.40 0.94 26.76

7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해피투게더 - 1.40 - - 2.40 2.60 2.60 0.84 7.56

8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전공심화 4.00� 4.00 1.83� 3.80� 4.20 4.40 4.00 0.94 24.66

9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베스트�메이트 3.33� 3.40 3.46� 3.70� 4.00 4.60 4.40 0.96 25.82

10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글로벌�파트너십 4.00� 3.40 1.58� 3.30� 3.80 4.20 4.00 0.95 23.07

11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global 5.00� 4.60 5.00� 4.80� 4.80 4.60 5.00 0.99 33.46

12 교수학습지원센터 Pro-c� Big-C 4.50� 3.80 1.10� 4.20� 4.80 4.60 4.80 0.97 26.97

13 교수학습지원센터 협성�프레젠테이션�대회 4.50� 3.60 2.90� 4.20� 4.40 4.60 4.80 0.96 27.84

14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특강 4.00� 9.80 0.32� 4.00� 4.00 3.60 4.00 0.93 27.64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과정 4.50� 3.60 3.44� 4.40� 4.20 4.20 4.20 0.97 27.69

16 교수학습지원센터 글쓰기�클리닉 4.50� 3.60 0.93� 4.00� 4.00 4.40 4.40 0.96 24.80

17 대외협력과 유학생� BUDDY� 프로그램 5.00� 4.00 5.00� 4.06� 4.00 3.80 3.80 0.94 27.88

18 운영과 書로書로독서클럽 4.00� 3.80 4.80� 4.00� 2.80 3.00 2.80 0.88 22.18

19 운영과 독후감공모전 - 1.00 - - 1.00 1.00 1.00 0.80 3.20

20 운영과 독서특강 4.50� 3.80 1.75� 3.60� 4.00 4.00 4.00 0.93 23.85

21 운영과 손글씨쓰기 3.50� 3.60 5.00� 4.00� 2.60 2.20 2.00 0.86 19.69

22 운영과 협성독서탐방단 4.75� 3.60 4.65� 4.00� 3.60 3.80 4.00 0.92 26.13

23 운영과 도서관�이용교육 3.00� 3.20 - - 1.40 1.40 1.20 0.82 8.36

24 운영과 도서대출왕 4.00� 2.60 - - 1.00 1.60 1.60 0.81 8.75

25 운영과 서평쓰기 3.00� 2.80 - - 1.20 1.00 1.20 0.81 7.45

26 창업교육센터 창업캠프 4.33� 3.60 4.29� 4.19� 1.00 1.00 1.00 0.80 15.53

27 창업교육센터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4.33� 3.60 0.00� - 1.00 1.00 1.00 0.80 8.75

28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양성� 캠프 - 1.00 - - 1.00 1.00 1.00 0.80 3.20

29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육성� 사업 - 1.00 - - 1.00 1.00 1.00 0.80 3.20

30 창의융합센터 창의융합아이디어�공모전 4.00� 4.40 3.23� 3.84� 4.80 5.00 5.00 0.99 29.96

31 창의융합센터 3D프린터�특강(초급) 4.00� 4.00 4.21� 4.21� 3.80 4.00 4.00 0.94 26.53

32 취업지원과 Do�Dream�역량개발�스터디 4.00� 4.20 5.00� 4.10� 2.40 4.20 3.80 0.93 25.76

33 취업지원과 내일설계�프로그램 3.20� 3.60 5.00� 4.24� 2.40 3.20 3.20 0.90 22.36

34 취업지원과 진로�캠프(학점�미취득�시) 4.00� 3.60 5.00� 4.14� 2.60 3.00 3.20 0.90 22.99

35 취업지원과 진로탐색�페스티벌 3.00� 2.60 5.00� 4.35� 1.40 1.40 1.40 0.82 15.70

36 취업지원과 선후배�멘토� &� 멘토링 4.00� 2.40 4.56� 3.71� 3.20 3.40 3.60 0.91 22.63

37 취업지원과 취업�캠프(학점�미취득�시) 4.00� 3.40 5.00� 4.48� 2.00 3.20 3.20 0.89 22.50

38 취업지원과 U6�취업�캠프 4.00� 3.60 5.00� 4.48� 3.40 3.40 2.60 0.88 23.30

39 취업지원과 해외인턴십 4.25� 2.60 5.00� 4.33� 3.00 2.60 3.00 0.89 22.05

40 취업지원과 재학생�직무체험 - 1.00 - - 1.00 1.00 1.00 0.80 3.20

41 취업지원과 청년취업아카데미 - 1.00 - - 1.00 1.00 1.00 0.80 3.20

42 취업지원과 취업� IT� 교육 - 1.00 - - 1.00 1.00 1.00 0.80 3.20

43 취업지원과 직무�특강 - 1.00 - - 1.00 1.00 1.00 0.80 3.20

44 취업지원과 진로˙취업상담 - 1.00 - - 1.00 1.00 1.00 0.80 3.20

45 학생복지과 해외탐방연수 4.40� 3.80 4.75� 4.20� 4.00 4.00 4.00 0.94 27.40

46 학생생활상담실 Sound�Minds(개별심리교육��프로그램) 4.20� 3.00 2.51� 4.20� 3.80 4.40 4.80 0.97 26.10

47 학생생활상담실 집단상담 4.20� 4.60 3.33� 4.34� 4.80 4.60 4.60 0.97 29.56

48 학생생활상담실 행복한�성적표 4.00� 4.20 2.28� 3.75� 4.80 4.80 4.80 0.97 27.77

49 학생생활상담실 또래상담자�양성교육�프로그램 4.50� 4.40 4.89� 4.17� 4.60 4.60 4.60 0.97 30.80

50 학생생활상담실 찾아가는�상담실 3.80� 3.60 3.47� 4.29� 4.20 4.20 4.20 0.96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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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점�및� 순위

연번 담당부서 프로그램명
담당자 CIPP� 평가

총점 순위
　

평균 59.65

11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 global 정혜원 92.75 1

49 학생생활상담실 또래상담자�양성교육� � 프로그램 한송희 88.15 2

30 창의융합센터 창의융합아이디어�공모전 윤다솜 87.03 3

47 학생생활상담실 집단상담 유승령 86.44 4

17 대외협력과 유학생� BUDDY�프로그램 주지민 85.21 5

48 학생생활상담실 행복한�성적표 한송희 84.85 6

13 교수학습지원센터 협성�프레젠테이션�대회 정혜원 83.50 7

50 학생생활상담실 찾아가는�상담실 유승령 83.50 8

2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지식콘서트 강두리 83.43 9

31 창의융합센터 3D프린터�특강(초급) 윤다솜 83.09 10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 �과정 정혜원 78.41 11

46 학생생활상담실 Sound� �Minds(개별심리교육�프로그램) 유승령 78.09 12

6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지식융합 정혜원 77.53 13

9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베스트� � 메이트 정혜원 75.54 14

1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전략�수기� 공모전� � ‘남주자’ 강두리 75.47 15

5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일반 정혜원 74.92 16

8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전공심화 정혜원 74.02 17

45 학생복지과 해외탐방연수 장인애 73.39 18

3 교수학습지원센터 삼시세끼 김권명 73.23 19

12 교수학습지원센터 Pro-c� Big-C 정혜원 73.06 20

22 운영과 협성독서탐방단 이혜민 72.82 21

10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글로벌� � 파트너십 정혜원 72.39 22

32 취업지원과 Do� Dream�역량개발� � 스터디 문지혜 72.24 23

4 교수학습지원센터 탈출!� FM장학금 김권명 70.68 24

14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특강 정혜원 69.34 25

16 교수학습지원센터 글쓰기�클리닉 정혜원 69.20 26

34 취업지원과 진로�캠프(학점�미취득� � 시) 문지혜 66.83 27

18 운영과 書로書로독서클럽 이혜민 66.14 28

37 취업지원과 취업�캠프(학점�미취득� � 시) 문지혜 65.98 29

38 취업지원과 U6�취업� 캠프 문지혜 64.38 30

20 운영과 독서특강 이혜민 64.34 31

33 취업지원과 내일설계�프로그램 문지혜 63.75 32

36 취업지원과 선후배�멘토� &� � 멘토링 문지혜 59.16 33

21 운영과 손글씨쓰기 이혜민 57.21 34

26 창업교육센터 창업캠프 이지혜 54.41 35

39 취업지원과 해외인턴십 문지혜 53.45 36

35 취업지원과 진로탐색�페스티벌 문지혜 48.33 37

27 창업교육센터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이지혜 48.03 38

23 운영과 도서관�이용교육 전광오 46.22 39

7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 flow-해피투게더 정혜원 42.60 40

24 운영과 도서대출왕 전광오 20.42 41

25 운영과 서평쓰기 전광오 18.71 42

19 운영과 독후감공모전 전광오 6.40 43

28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 양성�캠프 이지혜 6.40 43

29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 육성�사업� 이지혜 6.40 43

40 취업지원과 재학생�직무체험 문지혜 6.40 43

41 취업지원과 청년취업아카데미 문지혜 6.40 43

42 취업지원과 취업� IT� 교육 문지혜 6.40 43

43 취업지원과 직무�특강 문지혜 6.40 43

44 취업지원과 진로˙취업상담 이지혜 6.4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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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슬리언�비교과�교육과정�인증�자격�부여�프로그램�제안

� ◎� 다음의�기준에�따라�비교과�교육과정�인증�자격�부여�대상을�제안함

� � 1)� 전체� 평가�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평균� 점수� 59.65점의� 70%에� 해당하는�

41.76점� 이상의�점수�획득�프로그램

� � 2)� 미실시� 또는� 학생� 미참여� 사유를� CQI보고서에� 상세히� 보고하지� 않거나� 개

선방안을�제시지�않은�프로그램은�인증�불가

� � 3)� CQI보고서�작성�내용�항목�중� 50%�이하로�작성한�프로그램은�인증�불가

� � 4)� 프로그램�결과보고�공문이�존재하지�않은�프로그램�

� ◎� 50개� 프로그램�중� 40개� 프로그램�인증�기준을�통과

연번 담당부서 프로그램명
담당자 CIPP� 평가

총점
인증�결과　

평균 59.65

11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 global 정혜원 92.75

인증
획득

49 학생생활상담실 또래상담자�양성교육� � 프로그램 한송희 88.15

30 창의융합센터 창의융합아이디어�공모전 윤다솜 87.03

47 학생생활상담실 집단상담 유승령 86.44

17 대외협력과 유학생� BUDDY�프로그램 주지민 85.21

48 학생생활상담실 행복한�성적표 한송희 84.85

13 교수학습지원센터 협성�프레젠테이션�대회 정혜원 83.50

50 학생생활상담실 찾아가는�상담실 유승령 83.50

2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지식콘서트 강두리 83.43

31 창의융합센터 3D프린터�특강(초급) 윤다솜 83.09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 �과정 정혜원 78.41

46 학생생활상담실 Sound� �Minds(개별심리교육�프로그램) 유승령 78.09

6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지식융합 정혜원 77.53

9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베스트� � 메이트 정혜원 75.54

1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전략�수기� 공모전� � ‘남주자’ 강두리 75.47

5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일반 정혜원 74.92

8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전공심화 정혜원 74.02

45 학생복지과 해외탐방연수 장인애 73.39

3 교수학습지원센터 삼시세끼 김권명 73.23

12 교수학습지원센터 Pro-c� Big-C 정혜원 73.06

22 운영과 협성독서탐방단 이혜민 72.82

10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글로벌� � 파트너십 정혜원 72.39

32 취업지원과 Do� Dream�역량개발� � 스터디 문지혜 72.24

4 교수학습지원센터 탈출!� FM장학금 김권명 70.68

14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특강 정혜원 69.34

16 교수학습지원센터 글쓰기�클리닉 정혜원 69.20

34 취업지원과 진로�캠프(학점�미취득� � 시) 문지혜 66.83

18 운영과 書로書로독서클럽 이혜민 66.14

37 취업지원과 취업�캠프(학점�미취득� � 시) 문지혜 65.98

38 취업지원과 U6�취업� 캠프 문지혜 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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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프로그램�제안

� ◎� 다음의�기준에�따라�우수�프로그램�선정을�제안함�

� � 1)� 전체�평가�대상�비교과�프로그램�중� 평가�점수�상위� 30%인�프로그램

� � 2)� 사전�요구조사�실시�및� 조사�결과�반영�프로그램

� � 3)� CQI보고서�작성�항목�중� 미작성이�없는�프로그램

연번 담당부서 프로그램명
담당자 CIPP� 평가

총점 순위
　

평균 59.65

11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 global 정혜원 92.75 1

49 학생생활상담실 또래상담자�양성교육� � 프로그램 한송희 88.15 2

30 창의융합센터 창의융합아이디어�공모전 윤다솜 87.03 3

47 학생생활상담실 집단상담 유승령 86.44 4

17 대외협력과 유학생� BUDDY�프로그램 주지민 85.21 5

48 학생생활상담실 행복한�성적표 한송희 84.85 6

13 교수학습지원센터 협성�프레젠테이션�대회 정혜원 83.50 7

50 학생생활상담실 찾아가는�상담실 유승령 83.50 8

2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지식콘서트 강두리 83.43 9

31 창의융합센터 3D프린터�특강(초급) 윤다솜 83.09 10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 �과정 정혜원 78.41 11

46 학생생활상담실 Sound� �Minds(개별심리교육�프로그램) 유승령 78.09 12

6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지식융합 정혜원 77.53 13

9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베스트� � 메이트 정혜원 75.54 14

20 운영과 독서특강 이혜민 64.34

33 취업지원과 내일설계�프로그램 문지혜 63.75

36 취업지원과 선후배�멘토� &� � 멘토링 문지혜 59.16

21 운영과 손글씨쓰기 이혜민 57.21

26 창업교육센터 창업캠프 이지혜 54.41

39 취업지원과 해외인턴십 문지혜 53.45

35 취업지원과 진로탐색�페스티벌 문지혜 48.33

27 창업교육센터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이지혜 48.03

23 운영과 도서관�이용교육 전광오 46.22

7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 flow-해피투게더 정혜원 42.60

24 운영과 도서대출왕 전광오 20.42

인증
불가

25 운영과 서평쓰기 전광오 18.71

19 운영과 독후감공모전 전광오 6.40

28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 양성�캠프 이지혜 6.40

29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 육성�사업� 이지혜 6.40

40 취업지원과 재학생�직무체험 문지혜 6.40

41 취업지원과 청년취업아카데미 문지혜 6.40

42 취업지원과 취업� IT� 교육 문지혜 6.40

43 취업지원과 직무�특강 문지혜 6.40

44 취업지원과 진로˙취업상담 이지혜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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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결과에�따른�프로그램별�개선의견�종합�제시

� ◎� 평가� 결과에� 따른� � 프로그램별� 개선� 방안� 제시� 내용을� 종합하여� 개선의견을�

다음과�같이�제시함�

연번 담당부서 프로그램명 개선의견�제시

1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전략�수기�공모전�� ‘남주자’

Ÿ 만족도조사�실시율�확대�필요

Ÿ 공모전�사전요구조사�필요

Ÿ 대체로�우수

Ÿ 만족도�제고�방안�마련

Ÿ 참여자�수� 확대�방안,� 회의록�다각화�요망

2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지식콘서트

Ÿ 중도탈락�학생관리�대책�필요

Ÿ 프로그램�교육�실시� 필요

Ÿ 대체로�우수

Ÿ 만족도�제고�방안�마련

Ÿ 참여자�수� 확대�방안

Ÿ 회의록�다각화�요망

3 교수학습지원센터 삼시세끼

Ÿ 학업�부적응의�내용부족

Ÿ 프로그램�및�학습내용�추가�등�전반적�개선�필요

Ÿ 참여자수�확대�필요

4 교수학습지원센터 탈출!� FM장학금

Ÿ 이탈학생에�관한� 운영�측면에서�철저한� � 관리� 필요

Ÿ 대체로�양호함

Ÿ 만족도�조사�참여인원�확대�방안수립

Ÿ 회의록�개선

5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일반

Ÿ 스터디룸과�팀�관리� 및� 모니터링�필요

Ÿ 포인트와�지원금�확대�필요

Ÿ 대체로�양호함�

Ÿ 학습�공동체�프로그램�차별화�필요

6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지식융합

Ÿ 프로그램�적극�홍보� 필요�

Ÿ 참여�학생� � 확대

Ÿ 대체로�양호함

Ÿ w.point� 및� 지원금�확대

Ÿ 학습�공동체�프로그램�차별화�필요

7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해피투게더

Ÿ 장애학생�참여를�위해�학생복지과와�협의�필요

Ÿ 철저한�계획이�필요

Ÿ 참여인원�확보�부족이유와�개선방안�구체화�필요

Ÿ 포인트�부족

Ÿ 프로그램�신설�근거� 부족

8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전공심화

Ÿ 지도교수에�참여� 독려�필요

Ÿ 인센티브� � 고려

Ÿ 대체로�양호함

Ÿ w.� point� 조정과� 지원금�확대� 방안�마련�필요

9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베스트�메이트

Ÿ 참여�학생� 확대�필요

Ÿ 비교적� � 양호

Ÿ w.� point� 조정.� 지원금�확대�방안�마련

10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글로벌�파트너십

Ÿ 지원금�확대

Ÿ 유학생�및� 학생참여�확대�필요

Ÿ 비교적�양호함

Ÿ w.� point� 및� 지원금�확대�방안�마련

11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global Ÿ 해외탐방프로그램과�성격이�비슷함�통합�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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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운영과�성과�전반이�우수함

Ÿ 포인트�확대�요망

12 교수학습지원센터 Pro-c� Big-C

Ÿ 학생이탈방지를�위한� � 대책필요

Ÿ 비교적�양호

Ÿ 참여자�및� 포인트�확대� 필요,� 예산�증액�필요

13 교수학습지원센터 협성�프레젠테이션�대회

Ÿ 일정을�조율하여�참여자�확대필요

Ÿ 비교적� � 양호

Ÿ 포인트�및� 참여자�수,� 예산�증가� 필요

14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특강

Ÿ 새로운�컨텐츠�개발� 필요

Ÿ 비교적� � 양호

Ÿ 기본�학습을�위한�과목� 개발�필요

Ÿ 포인트�개선,� 만족도�참여인원�증가� 방안�필요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과정

Ÿ 원활한�프로그램�진행을�위해� 실습�장소�변경� 필요

Ÿ 비교적�우수

Ÿ 포인트�부족,� 1인당� 교육비�증가방안�수립

16 교수학습지원센터 글쓰기�클리닉

Ÿ 프로그램�운영시간을�조정하여�더�많은� � 참여� 개선

Ÿ 비교적�양호

Ÿ 개선�요구사항�반영으로�질개선�필요

Ÿ 포인트�확대,� 1인당� 예산�증가�필요

17 대외협력과 유학생� BUDDY� 프로그램

Ÿ 포인트�및� 예산추가�배정�필요

Ÿ 대체로�우수

Ÿ 사전�요구조사�수정� 필요

Ÿ 프로그램�성과�공유� 방안�수립�필요

18 운영과 書로書로독서클럽

Ÿ 사전�요구조사�필요

Ÿ 학생�요구를�반영한� � 개선방안�반영� 필요

Ÿ 양호하지만�개선할�필요

Ÿ 참여자�수� 확대�방안�필요

19 운영과 독후감공모전

Ÿ 프로그램�전체�개선� 요구�미제출

Ÿ 미실시�사유제시

Ÿ 개선�방안� 필요

20 운영과 독서특강

Ÿ 만족도�등� 학생�요구반영�필요

Ÿ 단회성�특강을�탈피하는�프로그램�개선� 필요

Ÿ 예산�증액� 필요,� 성과�공유�및�개선� 방안�수립�필요

21 운영과 손글씨쓰기

Ÿ 폐지대신�개선을�권고함

Ÿ 유사�프로그램�없음

Ÿ 질적�개선� 방안�수립�필요

22 운영과 협성독서탐방단

Ÿ 사전�요구조사�필요

Ÿ 만족도�결과�반영�필요

Ÿ 참여자�수� 확대방안

Ÿ 결과물�미제출자에�장학금�지급�부당

23 운영과 도서관�이용교육

Ÿ 개선의견�등�보고서�전반이�불성실

Ÿ 사전�요구조사와� � 만족도�조사�필요

Ÿ 프로그램�내용과�방식�전반의�개선�필요

Ÿ 신청자와�수료자�숫자�불일치

24 운영과 도서대출왕

Ÿ 개선의견�등�보고서�전반이�불성실

Ÿ 사전�요구조사와� � 만족도�조사�필요

Ÿ 프로그램�내용과�방식�전반의�개선�필요

Ÿ 프로그램�담당자�별도�교육�필요

25 운영과 서평쓰기

Ÿ 개선의견�등�보고서�전반이�불성실

Ÿ 사전�요구조사와� � 만족도�조사�필요

Ÿ 프로그램�내용과�방식�전반의�개선�필요

26 창업교육센터 창업캠프
Ÿ 개선방안,� 총평�등�미작성,

Ÿ 보고서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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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인당소요예산과�다자체진단결과�서술�필요

Ÿ 회의록�미흡

Ÿ 사전요구조사�미흡

27 창업교육센터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Ÿ 개선방안,� 총평�등�미작성,

Ÿ 보고서불성실

Ÿ 1인당소요예산과�다자체진단결과�서술�필요

Ÿ 회의록�미흡

Ÿ 사전요구조사�미흡

28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양성� 캠프
Ÿ 개선�필요프로그램�미실시�이유�제시�필요

Ÿ 회의록에�제시

29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 CEO�육성� 사업
Ÿ 개선�필요프로그램�미실시�이유�제시�필요

Ÿ 회의록에�제시

30 창의융합센터 창의융합아이디어�공모전

Ÿ 주제선정�학생�친화적으로�운영필요

Ÿ 예산�추가배정�필요

Ÿ 비교적�우수

Ÿ 예산�증가� 필요

Ÿ 만족도와�사전요구조사가�잘�이루어짐

31 창의융합센터 3D프린터�특강(초급)

Ÿ 예산�추가배정필요

Ÿ 체험,� 실습�위주로� � 구성�필요

Ÿ 비교적�우수

Ÿ 중도�탈락자�발생이유에�대한� 자체진단�개선방안필요

32 취업지원과 Do�Dream�역량개발�스터디

Ÿ 안정적�운영�

Ÿ 사전�요구조사�필요

Ÿ 비교적� � 우수

Ÿ 포인트�증가�및� 1인당�예산�증액� 필요

Ÿ 학습�공동체로�다른� 프로그램과�차별화�필요

33 취업지원과 내일설계�프로그램

Ÿ 만족도�개선의견�없음

Ÿ 사전요구조사�필요

Ÿ 성과�공유� 확산�필요

34 취업지원과 진로�캠프(학점�미취득�시)

Ÿ 만족도�개선의견�없음

Ÿ 사전요구조사�필요

Ÿ 성과�공유� 확산�필요

35 취업지원과 진로탐색�페스티벌 Ÿ 프로그램�폐지보다는�활성화�및�개선방안�제시�필요

36 취업지원과 선후배�멘토� &� 멘토링

Ÿ 참여�독려로�실적�향상� 필요

Ÿ 양호함�사전요구�조사�및�만족도�반영�필요

Ÿ 성과�공유� 확산�필요

37 취업지원과 취업�캠프(학점�미취득�시)

Ÿ 만족도�개선의견�없음

Ÿ 사전요구조사�필요

Ÿ 성과�공유� 확산�필요

Ÿ 회의록�개선�필요

38 취업지원과 U6�취업�캠프

Ÿ 예산에�비해�참여�학생� 부족

Ÿ 사전요구조사�필요�

Ÿ 참여자�저조에�대한� 대책�필요

39 취업지원과 해외인턴십

Ÿ 사전요구�조사�및�만족도�조사�필요

Ÿ 프로그램�관리�및�상세한�학생�활동� 보고서�제출� 필요

Ÿ 참여자�선발�방안�차별화�필요

Ÿ 확산과�공유�방안�필요

40 취업지원과 재학생�직무체험 Ÿ 프로그램�미실시에� � 대한�사유와�향후�개선�방안� 필요

41 취업지원과 청년취업아카데미 Ÿ 프로그램�미실시에� � 대한�사유와�향후�개선�방안� 필요

42 취업지원과 취업� IT� 교육 Ÿ 프로그램�미실시에� � 대한�사유와�향후�개선�방안� 필요

43 취업지원과 직무�특강 Ÿ 프로그램�미실시에� � 대한�사유와�향후�개선�방안� 필요

44 취업지원과 진로˙취업상담 Ÿ 프로그램�미실시에� � 대한�사유와�향후�개선�방안� 필요



- 23 -

5.� 평가결과에�따른�부서별�개입안�제시

� ◎� 평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별� 개선� 방안� 제시� 내용을� 종합하여� 개입안을� 다

음과�같이�권고함�

45 학생복지과 해외탐방연수
Ÿ 동일한�성격의�프로그램인� 3355글로벌과�통합� 운영�필요

Ÿ 사전�요구조사�미실시

46 학생생활상담실 Sound�Minds(개별심리교육��프로그램)

Ÿ 우수프로그램

Ÿ 학생�중도이탈�예방� 대책�필요

Ÿ 포인트� 상향� 필요,� 해석� 상담을� 온라인으로� 제시하는� 방

안�고려�필요

47 학생생활상담실 집단상담

Ÿ 우수�프로그램으로�활성화�필요

Ÿ 포인트�확대�필요�

Ÿ 참여학생�확대,� 연인원�작성�필요

Ÿ 명칭개선�및�프로그램�체계�제시� 필요

48 학생생활상담실 행복한�성적표

Ÿ 포인트� � 추가부여�필요

Ÿ 만족도�향상�시킬�필요� 있음

Ÿ 프로그램�장점을�부각�시킬�내용� 필요

Ÿ 학습지원금을�확대�필요

49 학생생활상담실 또래상담자�양성교육�프로그램
Ÿ 우수�프로그램.� 활성화�필요

Ÿ 포인트�부여�확대�필요

50 학생생활상담실 찾아가는�상담실
Ÿ 우수�프로그램.� 활성화�필요

Ÿ 포인트�부여�확대�필요

담당부서 개입안�권고

교수학습지원센터

Ÿ 프로그램� 난이도와� 학생� 수행� 수준을� 고려하면� 웨슬리언� 포인트가� 많이� 낮은�

수준이므로�포인트�확대

Ÿ 만족도�조사�대상� 인원을�프로그램�전체� 참여자로�확대

Ÿ 비교과소위원회(부서회의)� 회의록에�상세히�환류�회의�내용을�작성

Ÿ 신설�프로그램에�관한�당위성(분석�및�학생� 요구�등)� 제시

대외협력과

Ÿ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습관련� 프로그램(한국어� 쓰기,� 과제� 도움,� 스터디� 그룹�

등)� 개발

Ÿ 웨슬리언�포인트와�예산� 추가�배정으로�활성화

도서관�운영과

Ÿ 미실시�및�보고서�작성�부실�부분에�대한�재작성

Ÿ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또는� 학습과� 성과� 공유� 프로세스를� 프로그램에�

반영

취창업교육센터

Ÿ 미실시�및�보고서�작성�부실�부분에�대한�재작성

Ÿ 사전�요구조사�및� 만족도�조사� 반드시�실시

Ÿ 프로그램�학생� 활동�보고서�등� 학생�활동�실적� 확대

창의융합센터 Ÿ 프로그램�주제와�내용을�좀� 더� 학생�친화적으로�계획

학생복지과
Ÿ 해외탐방�프로그램을�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글로벌로�통합시켜�운영

Ÿ 재능�나눔(봉사)� 프로그램�신설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생활상담실

Ÿ 프로그램� 난이도와� 학생� 수행� 수준을� 고려하면� 웨슬리언� 포인트가� 많이� 낮은�

수준이므로�포인트�확대

Ÿ 일부�프로그램�명칭�개선과�운영�프로세스�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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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결과에�따른�비교과�프로그램�전반의�개입안�제시

◎�평가결과에�따른�비교과�프로그램에�관한�전반의�개입안

7.� 평가결과에�따른�웨슬리언포인트�기준�제시

◎� 현재� 부여� 포인트와� 학생� 수행� 정도�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얻을수� 있는�

1인당�최대�포인트를�제시

� � � (예� :� A프로그램� 1인당�최대� 포인트� 40� =>� 프로그램�수료� 30포인트,� 대상�수상� 10포인트로�

구성,� 1인당� 최대� 40포인트까지�받을�수�있도록�프로그램�기획)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총� 수행� 시간(학생� 활동� 보고서� 1장을� 1시

간으로�산출)당� 1포인트씩�부여

◎�우수�프로그램은�포인트�약� 20%�가산하여�책정(소수점1자리에서�올림�처리)

◎� 미흡� 프로그램� 및� 1회성�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포인트� 약� 10%� 감축하여� 책

정

구분 개입안�권고

상황평가

Ÿ 사전� 요구� 조사를� 전체� 비교과를� 대상으로� 영역별(학습,� 진로� 및� 심리상담,� 취

창업)로� 실시하여�단위�부서�부담을�줄이는�방안�제시

Ÿ 프로그램�신설� 근거로�제시할�수� 있는� 내용의�사전� 요구조사나� 만족도�조사� 결

과를�보고서에�정확히�표현할�필요가�있음

투입평가

Ÿ 일부� 프로그램에� 실행� 예산이� 부족,�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프로

그램�전체� 예산과�프로그램�참여� 학생� 1인당� 예산을�비교하여�전반적으로�조정�

필요

Ÿ 참여�학생�확대를�위한�홍보�전략� 및� 프로그램�명칭�변경�등�고려� 필요

과정평가

Ÿ 중도�탈락�학생�방지를�위한�유인책�또는�시스템�필요

Ÿ 프로그램�운영� 과정�전반에�대한�평가를�학생들이�평가�할�수�있도록�고려

Ÿ 부서에서� 긴밀히� 관리하여� 증빙자료나� 프로그램� 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평가

Ÿ 프로그램�이수� 후� 성과�측정을�학생이�할�수�있도록�개선�필요

Ÿ 운영�단계별�개선방안을�다각적으로�접근하여�작성�필요

Ÿ 웨슬리언�포인트의�지급� 기준을�정량적으로�정하여�객관성�확보�필요

Ÿ 비교과소위원회(부서회의)의�회의록�내용을�보강하여�상세한�개선안�도출�필요

Ÿ 한�개의� 부서라�하더라도�프로그램별�회의록에�회의�사진을�다양하게�제시�

평가�전반

Ÿ 2019년에�프로그램�평가� 편람�고도화�필요

Ÿ 비교과�프로그램을�데이터�기반으로�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도입� 필

요�

Ÿ 프로그램� 폐지보다는� 개선하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폐지� 프로그램� 발생� 시� 동일한� 수� 이상의�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전제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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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담당부서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산출 현재

1인당

최대

포인트

과부족

현황
포인트�

제안
사유

주당�

시간

운영

주차

평균

보고서
총시간

평균 2.88 6.00 3.58 11.46 7.76 -5.22

1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전략�수기�공모전�� ‘남주자’ 0.5 8 3 7 10 3 7 -

2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지식콘서트 1 15 5 20 15 -5 24 우수�프로그램

3 교수학습지원센터 삼시세끼 1 5 0 5 10 5 5 -

4 교수학습지원센터 탈출!� FM장학금 1 10 10 20 10 -10 20 수행에�비해�낮음

5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일반 2 8 6 22 15 -7 22 수행에�비해�낮음

6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지식융합 2 8 6 22 15 -7 27 우수�프로그램

7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flow-해피투게더 2 8 6 22 15 -7 20 미흡

8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전공심화 2 8 6 22 15 -7 22 수행에�비해�낮음

9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flow-베스트�메이트 2 8 6 22 15 -7 27 우수�프로그램

10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flow글로벌�파트너십 2 8 6 22 15 -7 22 수행에�비해�낮음

11 교수학습지원센터 3355� global 2 8 17 33 15 -18 40 우수�프로그램

12 교수학습지원센터 Pro-c� Big-C 2 5 0 10 10 0 10 -

13 교수학습지원센터 협성�프레젠테이션�대회 2 4 10 18 10 -8 22 우수�프로그램

14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특강 1 5 0 5 1 -4 5 -

15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과정 1 8 10 18 10 -8 22 우수�프로그램

16 교수학습지원센터 글쓰기�클리닉 1 5 0 5 10 5 5 -

17 대외협력과 유학생�BUDDY�프로그램 1 4 1 5 5 0 6 우수�프로그램

18 운영과 書로書로독서클럽 1 15 3 18 6 -12 18 수행에�비해�낮음

19 운영과 독후감공모전 -　 　- -　 - - - - -

20 운영과 독서특강 2 3 0 6 2 -4 6 -

21 운영과 손글씨쓰기 1 7 1 8 6 -2 8 -

22 운영과 협성독서탐방단 1 12 3 15 6 -9 15 수행에�비해�낮음

23 운영과 도서관�이용교육 1 4 0 4 5 1 2 미흡

24 운영과 도서대출왕 0.5 15 0 7.5 3 -4.5 5 미흡

25 운영과 서평쓰기 1 15 0 15 5 -10 10 미흡

26 창업교육센터 창업캠프 8 1 0 8 10 2 8 -

27 창업교육센터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1 7 10 17 10 -7 17 -

28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CEO�양성�캠프 -　 　- -　 - - - - -

29 창업교육센터 청년드림�CEO�육성�사업 -　 　- -　 - - - - -

30 창의융합센터 창의융합아이디어�공모전 1 5 2 7 10 3 9 우수�프로그램

31 창의융합센터 3D프린터�특강(초급) 2 1 0 2 2 0 3 우수�프로그램

32 취업지원과 Do�Dream�역량개발�스터디 1 10 1 11 15 4 11 -

33 취업지원과 내일설계�프로그램 1 7 1 8 15 7 8 -

34 취업지원과 진로�캠프(학점�미취득�시) 15 1 0 15 10 -5 15
수행에�비해�

낮음

35 취업지원과 진로탐색�페스티벌 1 1 0 1 5 4 1 -

36 취업지원과 선후배�멘토� &� 멘토링 1 1 1 2 0 -2 2 포인트�부여

37 취업지원과 취업�캠프(학점�미취득�시) 15 1 0 15 10 -5 15 수행에�비해�낮음

38 취업지원과 U6�취업�캠프 15 1 0 15 10 -5 15 수행에�비해�낮음

39 취업지원과 해외인턴십 1 7 1 8 3 -5 8 수행에�비해�낮음

40 취업지원과 재학생�직무체험 -　 　- -　 - - - - -

41 취업지원과 청년취업아카데미 -　 　- -　 - - - - -

42 취업지원과 취업� IT� 교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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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담당부서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산출 현재

1인당

최대

포인트

과부족

현황
포인트�

제안
사유

주당�

시간

운영

주차

평균

보고서
총시간

평균 2.88 6.00 3.58 11.46 7.76 -5.22

43 취업지원과 직무�특강 -　 　- -　 - - - - -

44 취업지원과 진로˙취업상담 -　 　- -　 - - - - -

45 학생복지과 해외탐방연수 5 16 9 89 20 -69 - 글로벌� 통합

46 학생생활상담실 Sound� Minds 2 3 10 16 2 -14 20 우수�프로그램

47 학생생활상담실 집단상담 2 6 18 30 10 -20 36 우수�프로그램

48 학생생활상담실 행복한�성적표 2 5 10 20 5 -15 24 우수�프로그램

49 학생생활상담실 또래상담자�양성교육�프로그램 2 6 18 30 20 -10 36 우수�프로그램

50 학생생활상담실 찾아가는�상담실 0.5 1 0 0.5 0 -0.5 1 우수�프로그램



Ⅳ.� 비교과�교육과정�운영�매뉴얼

비교과교육 운영 과정 표준 지침 

-웨슬리언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매뉴얼-

협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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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뉴얼의 목적
  
  우리대학 창업이념에 명기된 융복합 인재형의 모델인 존 웨슬리의 삶과 활동을 본받
아 학생들이 교내의 다양한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핵심역량
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자 유형별 
맞춤형 매뉴얼이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는 부서 및 학과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
습니다.
 
2. 매뉴얼의 구성

 본 매뉴얼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형별 운영절
차 도해와 운영절차에 따른 상세 내용, 또한 유형의 대표 프로그램의 개괄표를 예시로 
들어 명시하였습니다. 

3. 매뉴얼의 기대효과
  
 본 매뉴얼을 통해 학생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
며,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함으로서 프로그램 별 운영 절차와 증빙
자료의 편차를 해소하여 안정된 품질의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프로
그램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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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공동체(일반)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프로그램�홍보�

및� 신청접수 ð

계획서�심사�

및� 활동자�선발 ð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만족도�조사

(사후역량검사) ï

시상식�및

성과발표회 ï

우수학습공동체

선발심사 ï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ï
활동�중간점검

ï

학습활동�시행

(주간보고서�제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활동자 부서 활동자,� 부서

ò

⑬ ⑭ ⑮ ⑯ ⑰
활동지원비�및�

상금(장학금)�지급
ð 자료집�제작 ð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ð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C.Q.I� �보고서�제출

부서�및�

학생복지과
부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샘플(P)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p.32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p.38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p.40

④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p.42

⑤ 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심사를 통한 활동자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참여팀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안내
p.44

⑥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학습활동 시작 전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사전역량검사 실시)
p.45

⑦ 학습활동 시행
8주간의 학습활동 시행, 매주 e-class 상 보고서 제출

(스터디룸 및 온라인 협업공간 지원 및 보고서 피드백)
p.51

⑧ 활동 중간점검 4주간의 활동 후 중간점검 형식의 중간모임 진행 p.55

⑨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8주간의 활동결과물을 PPT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 p.56

⑩ 우수학습공동체 심사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참여 현황 등을 토대로 우수학습공

동체 선발 심사(부서 운영위원회)
p.59

⑪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한 학기동안 수고를 축하하며 수료증 수여 및 우수학습공동

체 발표
p.61

⑫
만족도 조사

(사후역량검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p.62

⑬ 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학생 학습활동비, 지도교수 학생지도비, 우수학습공동체 상

금 검토 및 지급 (학생복지과 장학금 협조)
p.63

⑭ 자료집 제작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모음집 및 우수학습공동체 보고

서 모음집 발간
p.64

⑮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p.65

⑯ 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p.66

⑰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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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공동체(일반) 예시

프로그램명 3355 flow-일반

담당부서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OOO 대표 핵심역량 Ÿ Y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0% Ÿ E₁- 창의성 0%

Ÿ S - 영성 윤리의식 0% Ÿ L - 대인관계 30%

Ÿ E₂- 자기관리 30% Ÿ Y - 의사소통 4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공부하는 캠퍼스 문화 조성, team play를 통한 리더십 및 팀원 역량 강화, 몰입의 즐거움(flow)을 경험

주요내용 

- 재학생 3명~5인 1팀 학습활동 계획서 제출
- 8주 학습활동 시행(매주 보고서 제출, 최소 6회 이상 제출 시 수료)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수료 시 학습활동비, 우수학습공동체 선발 시 포상금 지급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⑤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심사를 통한 활동자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참여팀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안내
⑥오리엔테이션(사전역량검사): 학습활동 시작 전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전역량검사 실시)
⑦학습활동 시행: 8주간의 학습활동 시행, 매주 e-class 상 보고서 제출(스터디룸 및 온라인 협업공간 지원 및 보고서 피드백)
⑧활동 중간점검: 4주간의 활동 후 중간점검 형식의 중간모임 진행
⑨활동결과보고서 제출: 8주간의 활동결과물을 PPT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
⑩우수학습공동체 심사: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참여 현황 등을 토대로 우수학습공동체 선발 심사(부서 운영위원회)
⑪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한 학기동안 수고를 축하하며 수료증 수여 및 우수학습공동체 발표
⑫만족도 조사(사후역량검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⑬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학생 학습활동비, 지도교수 학생지도비, 우수학습공동체 상금 검토 및 지급 (학생복지과 장학금 협조)
⑭자료집 제작: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모음집 및 우수학습공동체 보고서 모음집 발간
⑮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⑯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⑰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 Ÿ 중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2시간 Ÿ 전체 기간 8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6장
운영시기 Ÿ 1학기( 0월 0일 ~ 0월 0일) Ÿ 2학기( 0월 0일 ~ 0월 0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수료(6회이상/8회) 10점
입상, 열심상 1점
장려상 2점
우수상 3점
최우수상 4점
대상 5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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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방문(3355 global)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프로그램�홍보�

및�신청접수 ð

계획서�심사�

및� 활동자�선발

(서류,� 면접) ð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학습활동�시행

Post-Study

(결과보고서�제출)� ï
해외탐방

ï

중간�

만족도�조사

(사후역량검사) ï

우수팀

선발심사

(서류,� 면접) ï
활동�중간점검

ï

학습활동�시행

Pre-Study

(주간보고서�제출)

활동자,� 부서 활동자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부서 활동자,� 부서

ò
⑬ ⑭ ⑮ ⑯ ⑰

활동지원비

(장학금)� 지급
ð 자료집�제작 ð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ð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C.Q.I� �보고서�제출

부서�및�

학생복지과
부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⑤ 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및 면접 심사를 통한 활동자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참여팀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안내

⑥ 오리엔테이션(사전역량검사)
학습활동 시작 전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전역

량검사 실시)

⑦ 학습활동 시행 Pre-Study
4주간의 학습활동 시행, 매주 e-class 상 보고서 제출

(스터디룸 및 온라인 협업공간 지원 및 보고서 피드백)

⑧ 활동 중간점검 각 팀 진행상황 중간점검

⑨ 우수팀 선발심사 매주 제출한 보고서 및 면접을 토대로 우수팀 선발심사

⑩ 중간 만족도 조사 사전탐구 활동 수료팀 대상 중간 만족도 평가 실시

⑪ 해외탐방 사전탐구 우수팀 해외탐방 지원

⑫ 학습활동 시행 Post-Study 해외탐방 후 후속탐구 활동 시행

⑬ 활동지원비 지급 학습활동지원비 및 항공료, 경비 지급

⑭ 자료집 제작 사전탐구활동 주간보고서 모음집, 해외탐방결과보고서 모음집 발간

⑮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⑯ 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⑰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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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방문(3355 global) 예시

프로그램명 3355 global

담당부서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OOO 대표 핵심역량 W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70% Ÿ E₁- 창의성 0%

Ÿ S - 영성 윤리의식 0% Ÿ L - 대인관계 10%

Ÿ E₂- 자기관리 10% Ÿ Y - 의사소통 1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3355 global 활동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해 사전탐구하고 그 후 실제 해외 현장체험을 통해 각국의 다
양한 국제이해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힘

주요내용 

- 재학생 3~5인, 지도교수 1인 1팀 활동계획서 제출
- Pre-study 4주 + 해외 현장 이해 1~4주 + Post-Study 1~4주 활동
- Pre-Study, Post-Study 보고서 제출
- 참여팀 활동비 지원 및 Pre-Study 우수팀 시상금(항공료 및 경비 일부) 지급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⑤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및 면접 심사를 통한 활동자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참여팀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안내
⑥오리엔테이션(사전역량검사): 학습활동 시작 전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전역량검사 실시)
⑦학습활동 시행 Pre-Study: 4주간의 학습활동 시행, 매주 e-class 상 보고서 제출(스터디룸 및 온라인 협업공간 지원 및 보고서 피드백)
⑧활동 중간점검: 각 팀 진행상황 중간점검
⑨우수팀 선발심사: 매주 제출한 보고서 및 면접을 토대로 우수팀 선발심사
⑩중간 만족도 조사: 사전탐구 활동 수료팀 대상 중간 만족도 평가 실시
⑪해외탐방: 사전탐구 우수팀 해외탐방 지원
⑫학습활동 시행 Post-Study: 해외탐방 후 후속탐구 활동 시행
⑬활동지원비 지급: 학습활동지원비 및 항공료, 경비 지급
⑭자료집 제작: 사전탐구활동 주간보고서 모음집, 해외탐방결과보고서 모음집 발간
⑮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⑯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⑰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 Ÿ 중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3시간 Ÿ 전체 기간 8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17장

운영시기 Ÿ 1,2학기( 2018년 3월 30일 ~ 2019년 1월 26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수료 10점

우수상 5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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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 프로그램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전문�강사�초빙

ð

강사�초청�보고

(총장�결재)

강의실�대여

(교무과)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활동지원비�및�

상금(장학금)�지급

(프로그램별) ï

수료식�및

성과발표회

(수료증�발급) ï

프로그램�종료

및�만족도�조사

(사후역량검사) ï

과제�제출

(프로그램별)
ï

프로그램�운영

(사전역량검사)
ï

프로그램�홍보�

및� 신청접수

부서�및�

학생복지과
부서 부서 활동자,� 부서 부서 부서

ò
⑬ ⑭ ⑮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ð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C.Q.I� �보고서�제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전문 강사 초빙 프레젠테이션 전문 강사 초빙

⑤ 강사 초청 보고 강사 초청 기안문 총장 보고

⑥ 강의실 대여 교무과 업무협조 통한 강의실 대여

⑦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⑧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역량검사 실시

⑨ 과제 제출 과제 제출(프로그램별)

⑩ 프로그램 종료 및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⑪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수료증 수여 및 우수 성과 공유

⑫
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활동비 지급(프로그램별)

⑬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⑭ 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⑮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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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명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과정

담당부서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OOO 대표 핵심역량 Y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0% Ÿ E₁- 창의성 0%

Ÿ S - 영성 윤리의식 0% Ÿ L - 대인관계 0%

Ÿ E₂- 자기관리 10% Ÿ Y - 의사소통 9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의사소통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

주요내용 

5회기 프로그램 운영(주 1회)
①프레젠테이션 기획하기-무엇을 말할 것인가?
②스토리 만들기-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③프레지 VS 파워포인트-어떤 슬라이드웨어를 선택할 것인가?
④시각적으로 표현하기-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⑤프레젠테이션 발표-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전문 강사 초빙: 프레젠테이션 전문 강사 초빙
⑤강사 초청 보고: 강사 초청 기안문 총장 보고
⑥강의실 대여: 교무과 업무협조 통한 강의실 대여
⑦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⑧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역량검사 실시
⑨과제 제출: 과제 제출(프로그램별)
⑩프로그램 종료 및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⑪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수료증 수여 및 우수성과 공유
⑫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활동비 지급(프로그램별)
⑬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⑭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⑮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 Ÿ 중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1시간 Ÿ 전체 기간 8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5장

운영시기 Ÿ 1학기( 4월 11일 ~ 5월 23일) Ÿ 2학기( 10월 18일 ~ 12월 6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수료(5회) 10점

수료(4회) 8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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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강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특별�강사�초빙

ð

강사�초청�보고

(총장�결재) ð

강의실�대여

(교무과)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ï

수료식�및

성과발표회

(수료증�발급) ï

프로그램�종료

및�만족도�조사

(사후역량검사) ï

프로그램�운영

ï

프로그램�홍보�

및� 신청접수

(+개인정보동의서)

부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부서 부서

ò
⑬

C.Q.I� �보고서�제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특별 강사 초빙 각 분야 강사 초빙

⑤ 강사 초청 보고 강사 초청 기안문 총장 보고

⑥ 강의실 대여 교무과 업무협조 통한 강의실 대여

⑦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등을 

통한 신청서 접수

⑧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역량검사 실시(5회 이상 운영될 시)

⑨ 프로그램 종료 및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필수)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5회 

운영될 시)

⑩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수료증 수여 및 우수성과 공유

⑪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⑫ 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⑬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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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강 예시

프로그램명 글쓰기 클리닉

담당부서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OOO 대표 핵심역량 Y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0% Ÿ E₁- 창의성 30%

Ÿ S - 영성 윤리의식 0% Ÿ L - 대인관계 0%

Ÿ E₂- 자기관리 0% Ÿ Y - 의사소통 7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글쓰기 역량 강화

주요내용 

- 대학생활 이전에 간헐적으로 배워왔던 글쓰기 교육의 부재를 벗어나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사고력,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주 1회,  5회기 운영
-교육내용(매학기 변경 운영)
①글쓰기 준비 (글을 잘 쓰기 위한 마음가짐과 요령)-아이디어 찾기, 생각 넓히기, 낯설게 보기, 메모하기 등
②실용 글쓰기 1-자기 소개서, 인터넷 글쓰기(블로그, SNS) 등 
③실용 글쓰기 2-리포트, 논문 쓰기
④마음을 살찌우는 글쓰기-수필, 시, 소설 쓰기
⑤퇴고하기 -문법, 맞춤법, 교정과 교열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특별 강사 초빙: 각 분야 강사 초빙
⑤강사 초청 보고: 강사 초청 기안문 총장 보고
⑥강의실 대여: 교무과 업무협조 통한 강의실 대여
⑦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등을 통한 신청서 접수
⑧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역량검사 실시(5회 이상 운영될 시)
⑨프로그램 종료 및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필수)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5회 운영될 시)
⑩수료식 및 성과발표회: 수료증 수여 및 우수성과 공유
⑪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⑫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⑬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Ÿ 중 Ÿ 하 √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1시간 Ÿ 전체 기간 5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장
운영시기 Ÿ 1학기( 4월 11일 ~ 5월 23일) Ÿ 2학기( 10월 4일 ~ 11월 15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수료(5회) 10점
수료(4회) 8점
참여(3회) 5점
참여(2회) 3점
참여(1회) 1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 10 -

1-5  대회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ï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프로그램�홍보�

및�신청접수 ð
선발�심사

ð
오리엔테이션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시상식�및

성과발표회 ï
만족도�조사

ï
대회�심사

ï
대회�리허설

ï

평가단(학생)�

모집�(프로그램별) ï
교육�및�피드백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활동자 부서 부서

ò

⑬ ⑭ ⑮ ⑯
상금(장학금)�지급 ð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ð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C.Q.I� �보고서�제출

부서�및�

학생복지과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⑤ 선발 심사 신청서 심사(부서별 운영위원회)

⑥ 오리엔테이션 선발팀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⑦ 교육 및 피드백 선발팀 교육 및 피드백

⑧ 평가단 모집 대회 평가단(학생) 모집(프로그램별)

⑨ 대회 리허설 대회 장소에서 최종 리허설 실시 

⑩ 대회 심사 심사위원(부서 운영위원, 학생 평가단) 심사

⑪ 만족도 조사 대회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⑫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상장 수여 및 우수 성과 공유

⑬ 상금(장학금) 지급 수상결과에 따른 상금 차등 지급

⑭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⑮ 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⑯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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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회 예시

프로그램명 협성 프레젠테이션 대회

담당부서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OOO 대표 핵심역량 Y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0% Ÿ E₁- 창의성 0%

Ÿ S - 영성 윤리의식 0% Ÿ L - 대인관계 0%

Ÿ E₂- 자기관리 40% Ÿ Y - 의사소통 6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프레젠테이션 역량 강화

주요내용 

- 팀별(1~4인) 참가신청서 제출
- 예선 (PPT 초고 10장), 본선 (프레젠테이션 10분) 
- 심사위원(예선 CTL 운영위원, 본선 CTL 운영위원+학생 청중평가단)
- 심사를 통해 상금 차등 지급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⑤선발 심사: 신청서 심사(부서별 운영위원회)
⑥오리엔테이션: 선발팀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⑦교육 및 피드백: 선발팀 교육 및 피드백
⑧평가단 모집: 대회 평가단(학생) 모집(프로그램별)
⑨대회 리허설: 대회 장소에서 최종 리허설 실시 
⑩대회 심사: 심사위원(부서 운영위원, 학생 평가단) 심사
⑪만족도 조사: 대회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⑫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상장 수여 및 우수 성과 공유
⑬상금(장학금) 지급: 수상결과에 따른 상금 차등 지급
⑭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⑮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⑯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Ÿ 중 √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2시간 Ÿ 전체 기간 4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10장
운영시기 Ÿ 1학기( 월 일 ~ 월 일) Ÿ 2학기( 11월 5일 ~ 11월 23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참가(예선응모) 5점
참가(청중평가단) 1점
입상, 우수참관기상 1점
장려상 2점
우수상 3점
최우수상 4점
대상 5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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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모전(창의융합)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ï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프로그램�홍보�

및�신청접수 ð
서류�선발�심사

ð
오리엔테이션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상금(장학금)�지급

ï

만족도�조사

ï

시상식�및

성과발표회
ï

발표�

ï

발표�리허설

ï

평가단(학생)�

모집�

부서� 및�

학생복지과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활동자 부서

ò

⑬ ⑭ ⑮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ð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C.Q.I� �보고서�제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⑤ 서류 선발 심사 신청서 서류 심사(부서별 운영위원회)

⑥ 오리엔테이션 선발팀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⑦ 평가단 모집 공모전 평가단(학생) 모집(프로그램별)

⑧ 발표 리허설 발표 장소에서 최종 리허설 실시 

⑨ 발표 공모전 최종 발표

⑩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상장 수여 및 우수 성과 공유

⑪ 만족도 조사 공모전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⑫ 상금(장학금) 지급 수상결과에 따른 상금 차등 지급

⑬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⑭ 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⑮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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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모전(창의융합) 예시

프로그램명 창의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부서 창의융합센터 담당자 000 대표 핵심역량 E1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 Ÿ E₁- 창의성 70%

Ÿ S - 영성 윤리의식 % Ÿ L - 대인관계 20%

Ÿ E₂- 자기관리 % Ÿ Y - 의사소통 10%

운영대상 Ÿ 1학년 Ÿ 2학년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다양한 주제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찾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주요내용 
Ÿ 해당 주제에 따라 문제점을 찾아내고 융통성과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⑤선발 심사: 신청서 심사(부서별 운영위원회)
⑥오리엔테이션: 선발팀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⑦평가단 모집: 대회 평가단(학생) 모집(프로그램별)
⑧발표 리허설: 대회 장소에서 최종 리허설 실시 
⑨발표: 심사위원(부서 운영위원, 학생 평가단) 심사
⑩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상장 수여 및 우수 성과 공유
⑪만족도 조사: 대회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⑫상금(장학금) 지급: 수상결과에 따른 상금 차등 지급
⑬수상작 자료집 제작
⑭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⑮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⑯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 Ÿ 중 √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1시간 Ÿ 전체 기간 5~6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O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2장

운영시기 Ÿ 1학기( 월 일 ~ 월 일) Ÿ 2학기( 10월 01일 ~ 11월 16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대상 및 참여 5점
최우수상 4점
우수상 3점
장려상 2점
입상 1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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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모전(학습전략)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프로그램�홍보�

및�신청접수

(+개인정보동의서) ð
우수작�선발심사

ð

시상식�및

성과발표회

(수료증�발급)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C.Q.I� �보고서�제출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ï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ï

자료집�제작

ï

우수작�상금�지급

ï

만족도�조사

부서 부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학생복지과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⑤ 우수작 선발 심사 부서별 운영위원 심사

⑥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상장 수여 및 우수 성과 공유

⑦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⑧ 우수작 상금 지급 수상결과에 따른 상금 차등 지급

⑨ 자료집 제작 수상작 자료집 제작

⑩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⑪ 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⑫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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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모전(학습전략) 예시

프로그램명 학습전략 수기 공모전 ‘남주자’

담당부서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OOO 대표 핵심역량 Ÿ L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10% Ÿ E₁- 창의성 10%

Ÿ S - 영성 윤리의식 10% Ÿ L - 대인관계 30%

Ÿ E₂- 자기관리 20% Ÿ Y - 의사소통 2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다양한 학습법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 공유

주요내용 
Ÿ 나만의 학습전략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Ÿ 우수작 16편 선정 및 상금 지급
Ÿ 우수작 자료집 제작 및 배포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⑤우수작 선발 심사: 부서별 운영위원 심사
⑥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상장 수여 및 우수 성과 공유
⑦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⑧우수작 상금 지급: 수상결과에 따른 상금 차등 지급
⑨자료집 제작: 수상작 자료집 제작
⑩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⑪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⑫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Ÿ 중 √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0.5시간 Ÿ 전체 기간 8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3장

운영시기 Ÿ 1학기( 월 일 ~  월  일) Ÿ 2학기( 8월 27일 ~ 12월 7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학습전략수기 제출 5점

대상 수상 5점

최우수상 수상 4점

우수상 수상 3점

장려상 수상 2점

입상 수상 1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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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활동 지원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프로그램�홍보�

및�신청접수 ð

계획서�심사�

및� 활동자�선발 ð
오리엔테이션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자료집�제작

ï

활동지원비�및�

상금(장학금)�지급
ï

만족도�조사

ï

시상식�및

성과발표회
ï

우수결과보고서

선발심사
ï

활동�및�

결과보고서�제출

부서
부서�및�

학생복지과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활동자

ò

⑬ ⑭ ⑮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ð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C.Q.I� �보고서�제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⑤ 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서류 심사(부서별 운영위원회)를 통한 활동자 선발

⑥ 오리엔테이션 활동 선발자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⑦ 활동 및 결과보고서 제출 활동 후 결과보고서 제출

⑧ 우수결과보고서 선발심사 우수결과보고서 선발 심사(부서별 운영위원회)

⑨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상장 수여 및 우수 성과 공유

⑩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⑪ 활동지원비 및 상금 지급 활동비 지급 및 결과에 따른 상금 차등 지급

⑫ 자료집 제작 최종결과보고서 및 우수결과보고서 모음집 제작

⑬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⑭ 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⑮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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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활동 지원 예시

프로그램명 창의융합 지식 콘서트

담당부서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000 대표 핵심역량 Ÿ E₁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10% Ÿ E₁- 창의성 30%

Ÿ S - 영성 윤리의식 10% Ÿ L - 대인관계 10%

Ÿ E₂- 자기관리 20% Ÿ Y - 의사소통 2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지식의 창의 융합 역량 강화

주요내용 
Ÿ 지식의 창의·융합 체험을 위한 각 종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Ÿ 1인당 최대 5만원 활동지원비 지원
Ÿ 우수결과보고서 수상작 10편 선정 및 상금 지급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⑤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서류 심사(부서별 운영위원회)를 통한 활동자 선발
⑥오리엔테이션: 활동 선발자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⑦활동 및 결과보고서 제출: 활동 후 결과보고서 제출
⑧우수결과보고서 선발심사: 우수결과보고서 선발 심사(부서별 운영위원회)
⑨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상장 수여 및 우수 성과 공유
⑩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⑪활동지원비 및 상금 지급: 활동비 지급 및 결과에 따른 상금 차등 지급
⑫자료집 제작: 최종결과보고서 및 우수결과보고서 모음집 제작
⑬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⑭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⑮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Ÿ 중 √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1시간 Ÿ 전체 기간 15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5장

운영시기 Ÿ 1학기( 2월 26일 ~ 6월 1일) Ÿ 2학기( 8월 27일 ~ 12월 7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10점
대상 수상 5점

최우수상 수상 4점
우수상 수상 3점
장려상 수상 2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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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튜터링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프로그램�홍보�

및�

튜터�신청접수 ð

계획서�심사�

및� 튜터� 선발 ð

튜터링�영역

공지�및�

튜티� 모집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만족도�조사

(사후역량검사) ï

우수�튜터�선발�및

장학금�심사 ï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ï
활동�중간점검

ï
튜터링�진행

ï

튜터·튜티�매칭,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활동자 부서 활동자 부서

ò

⑬ ⑭ ⑮ ⑯ ⑰
활동지원비�및�

상금(장학금)�지급
ð 자료집�제작 ð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ð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ð C.Q.I� �보고서�제출

부서�및�

학생복지과
부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프로그램 홍보 및 튜터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및 튜터 신청 접수

⑤ 계획서 심사 및 튜터 선발 계획서 심사를 통한 튜터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⑥ 튜터링 영역 공지 및 튜티 모집 튜터링 세부 내용 공지 및 튜티 모집

⑦
튜터·튜티 매칭,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튜터·튜티 매칭 후, 튜터링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사전역량검사 실시)

⑧ 튜터링 진행 각 영역 별 튜터링 진행

⑨ 활동 중간점검 튜터링 진행상황 중간점검

⑩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⑪ 우수 튜터 선발 및 장학금 심사
우수 튜터 선발 심사 및 장학금 지급심사 : 튜터&튜티

(부서 운영위원회)

⑫
만족도 조사

(사후역량검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⑬ 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우수 튜터 및 튜티 상금 지급 (학생복지과 장학금 협조)

⑭ 자료집 제작 튜터링보고서 모음집 발간

⑮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⑯ 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⑰ C.Q.I보고서제출 C.Q.I 보고서 작성 및 제출(교육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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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튜터링 예시

프로그램명 탈출! FM장학금

담당부서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000 대표 핵심역량 Ÿ S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10% Ÿ E₁- 창의성 10%

Ÿ S - 영성 윤리의식 30% Ÿ L - 대인관계 20%

Ÿ E₂- 자기관리 20% Ÿ Y - 의사소통 1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튜터링(튜터, 튜티)프로그램으로 정보나눔과 지식공유를 통한 영성윤리의식 강화

주요내용 
Ÿ 전체 튜터장학금 및 우수튜터 추가 장학금지원
Ÿ 튜터활동 및 우수튜터 인증서 지급
Ÿ 우수튜티장학금 지원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프로그램 홍보 및 튜터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및 튜터 신청 접수
⑤계획서 심사 및 튜터 선발: 계획서 심사를 통한 튜터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⑥튜터링 영역 공지 및 튜티 모집: 튜터링 세부 내용 공지 및 튜티 모집
⑦튜터·튜티 매칭, 오리엔테이션: 튜터·튜티 매칭 후, 튜터링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전역량검사 실시)
⑧튜터링 진행: 각 영역 별 튜터링 진행
⑨활동 중간점검: 튜터링 진행상황 중간점검
⑩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⑪우수 튜터 선발 및 장학금 심사: 우수 튜터 선발 심사 및 장학금 지급심사 : 튜터&튜티(부서 운영위원회)
⑫만족도 조사(사후역량검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⑬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우수 튜터 및 튜티 상금 지급 (학생복지과 장학금 협조)
⑭자료집 제작: 튜터링보고서 모음집 발간
⑮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⑯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⑰C.Q.I보고서제출: C.Q.I 보고서 작성 및 제출(교육질관리센터)

난이도 Ÿ 상 √ Ÿ 중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1시간 Ÿ 전체 기간 10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10장

운영시기 Ÿ 1학기( 2월 26일 ~ 6월 1일) Ÿ 2학기( 8월 27일 ~ 12월 7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튜터 튜티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15점 10

대상 수상 5점
최우수상 수상 4점
우수상 수상 3점
장려상 수상 2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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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전공 진로 탐색 워크샵(Membership Traning)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전공�관련�

진로�소개 ð

학습계획안�작성

및�진로� 설정 ð

집단�면담

-학습계획서�발표
만족도�조사

학과교수 학생 학과교수,� 학생 학과

1-11 전공 진로 및 학습 산업시찰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전공�관련�

진로�소개 ð

관련�

산업�리스트�제공 ð

방문�산업체�

정보�탐색 ð
산업시찰

ð

소감문�작성�후�

제출
만족도�조사

학과교수 학과 학생 학생� 학생 학과�

번호 구분 내용

① 전공 관련 진로 소개 학과교수의 전공 관련 진로 소개

② 학습계획안 작성 및 진로 설정 1년 또는 한학기 학습계획안을 작성 (월별, 주차별)

③ 집단 면담 학습계획안을 발표하고 학습계획안을 토대로 집단 면담 실시

④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학과 단위 학기당 1회 실시 (프로그램 수 관계없음)

번호 구분 내용

① 전공 관련 진로 소개 학과교수의 전공 관련 진로 소개

② 관련 산업 리스트 제공 학과에서는 관련 산업 리스트 제공

③ 방문 산업체 정보 탐색 학생은 방문 산업체 정보 탐색

④ 소감문 작성 후 제출 참여학생은 소감문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⑤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학과 단위 학기당 1회 실시 (프로그램 수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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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전공 진로 및 학습 답사 운영절차

① ② ③

전공�관련�

진로�소개 ð

관련�답사지

정보�탐색 ð
답사

ð

소감문�작성�후�

제출 ð
만족도�조사

학과교수 학생 학생 학생 학과�

1-13 전공 진로 및 학습 세미나 운영절차

① ② ③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세미나�진행

ð

소감문�작성

후�제출 ð
우수소감문�발표�

ð
만족도�조사

학과 학생 학생 학생 학과�

1-14 전공 진로 및 학습 학술제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발표�및� 전시

ð
우수작�선정

ð
만족도�조사

학과 학과 학과 학과�

번호 구분 내용

① 전공 관련 진로 소개 학과교수의 전공 관련 진로 소개

② 관련 산업 리스트 제공 학과에서는 관련 산업 리스트 제공

③ 방문 산업체 정보 탐색 학생은 방문 산업체 정보 탐색

④ 소감문 작성 후 제출 참여학생은 소감문을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⑤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학과 단위 학기당 1회 실시 (프로그램 수 관계없음)

번호 구분 내용

① 시행 계획 보고 시행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② 세미나 진행 증빙자료: 자료집, 사진, 공문, 소감문

③ 소감문 작성 참여학생은 소감문을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④ 우수소감문 발표 우수소감문 작성자 포상

⑤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학과 단위 학기당 1회 실시 (프로그램 수 관계없음)

번호 구분 내용

① 시행 계획 보고 시행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② 발표 및 전시 증빙자료: 참가자 명단, 사진

③ 우수작 선정 우수작 선정하여 시상

④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학과 단위 학기당 1회 실시 (프로그램 수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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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전공 진로 및 학습 발표회(연주회) 운영절차

① ② ③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발표�및� 연주

ð
만족도�조사

학과 학과 학과�

1-16 전공 진로 및 학습 동아리(학과) 운영절차

① ② ③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동아리�활동

ð
만족도�조사

학과 학과 학과�

1-17 전공 진로 및 학습 특강 운영절차

① ② ③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특강�시행

ð
만족도�조사

학과 학과 학과�

번호 구분 내용

① 시행 계획 보고 시행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② 발표 및 연주 증빙자료: 참가자 명단, 사진, 소감문, 공문, 포스터

③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학과 단위 학기당 1회 실시 (프로그램 수 관계없음)

번호 구분 내용

① 시행 계획 보고 시행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② 동아리 활동 증빙서류: 활동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공문, 참여자, 사진

③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학과 단위 학기당 1회 실시 (프로그램 수 관계없음)

번호 구분 내용

① 시행 계획 보고 시행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② 특강 시행 증빙자료: 공문, 참여자 명단, 사진

③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학과 단위 학기당 1회 실시 (프로그램 수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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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습공동체(글로벌-외국인)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대외협력과�

업무�협조 ð

프로그램�홍보�

및� 신청접수 ð

계획서�심사�

및� 활동자�

선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ò

⑫ ⑪ ⑩ ⑨ ⑧ ⑦

시상식�및

성과발표회 ï

우수보고서

선발심사 ï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ï
활동�중간점검

ï

학습활동�시행

(주간보고서�제출) ï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활동자 부서 활동자,� 부서 부서

ò

⑬ ⑭ ⑮ ⑯ ⑰ ⑱
만족도�조사

(사후역량검사)
ð
활동지원비�및�

상금(장학금)�지급
ð 자료집�제작 ð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ð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C.Q.I� �보고서�제출

부서
부서�및�

학생복지과
부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대외협력과 업무 협조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외협력과 업무 협조

⑤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⑥ 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심사를 통한 활동자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참여팀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안내

⑦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학습활동 시작 전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전역

량검사 실시)

⑧ 학습활동 시행
8주간의 학습활동 시행, 매주 e-class 상 보고서 제출

(스터디룸 및 온라인 협업공간 지원 및 보고서 피드백)

⑨ 활동 중간점검 4주간의 활동 후 중간점검 형식의 중간모임 진행

⑩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8주간의 활동결과물을 PPT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

⑪ 우수학습공동체 심사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참여 현황 등을 토대로 우수학습공동체 선

발 심사(부서 운영위원회)

⑫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한 학기동안 수고를 축하하며 수료증 수여 및 우수학습공동체 발표

⑬
만족도 조사

(사후역량검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⑭ 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학생 학습활동비, 지도교수 학생지도비, 우수학습공동체 상금 검토 

및 지급 (학생복지과 장학금 협조)

⑮ 자료집 제작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모음집 및 우수학습공동체 보고서 모음집 

발간

⑯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⑰ 시행 결과 보고

⑱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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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습공동체(글로벌-외국인) 예시

프로그램명 3355 flow-글로벌파트너십

담당부서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000 대표 핵심역량 W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40% Ÿ E₁- 창의성 0%

Ÿ S - 영성 윤리의식 0% Ÿ L - 대인관계 30%

Ÿ E₂- 자기관리 30% Ÿ Y - 의사소통 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공부하는 캠퍼스 문화 조성, team play를 통한 리더십 및 팀원 역량 강화, 몰입의 즐거움(flow)을 경험

주요내용 

- 재학생 3명~5인(외국인 유학생 포함) 1팀 학습활동 계획서 제출
- 8주 학습활동 시행(매주 보고서 제출, 최소 6회 이상 제출 시 수료)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수료 시 학습활동비, 우수학습공동체 선발 시 포상금 지급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대외협력과 업무 협조: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외협력과 업무 협조
⑤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⑥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심사를 통한 활동자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참여팀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안내
⑦오리엔테이션(사전역량검사): 학습활동 시작 전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전역량검사 실시)
⑧학습활동 시행: 8주간의 학습활동 시행, 매주 e-class 상 보고서 제출(스터디룸 및 온라인 협업공간 지원 및 보고서 피드백)
⑨활동 중간점검: 4주간의 활동 후 중간점검 형식의 중간모임 진행
⑩활동결과보고서 제출: 8주간의 활동결과물을 PPT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
⑪우수학습공동체 심사: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참여 현황 등을 토대로 우수학습공동체 선발 심사(부서 운영위원회)
⑫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한 학기동안 수고를 축하하며 수료증 수여 및 우수학습공동체 발표
⑬만족도 조사(사후역량검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⑭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학생 학습활동비, 지도교수 학생지도비, 우수학습공동체 상금 검토 및 지급 (학생복지과 장학금 협조)
⑮자료집 제작: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모음집 및 우수학습공동체 보고서 모음집 발간
⑯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⑰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⑱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 Ÿ 중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2시간 Ÿ 전체 기간 8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6장
운영시기 Ÿ 1학기( 3월 16일 ~ 5월 27일) Ÿ 2학기( 9월 20일 ~ 12월 2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수료(6회이상/8회) 10점
입상, 열심상 1점
장려상 2점
우수상 3점
최우수상 4점
대상 5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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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습공동체(장애인)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학생복지과�

업무�협조 ð

프로그램�홍보�

및� 신청접수 ð

계획서�심사�

및� 활동자�

선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ò

⑫ ⑪ ⑩ ⑨ ⑧ ⑦
시상식�및

성과발표회 ï

우수보고서

선발심사 ï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ï
활동�중간점검

ï

학습활동�시행

(주간보고서�제출) ï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활동자 부서 활동자,� 부서 부서

ò

⑬ ⑭ ⑮ ⑯ ⑰ ⑱
만족도�조사

(사후역량검사)
ð
활동지원비�및�

상금(장학금)�지급
ð 자료집�제작 ð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ð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C.Q.I� �보고서�제출

부서
부서�및�

학생복지과
부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학생복지과 업무 협조
장애인 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학생복지과 장애지원센터 업무 

협조

⑤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⑥ 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심사를 통한 활동자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참여팀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안내

⑦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학습활동 시작 전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전역

량검사 실시)

⑧ 학습활동 시행
8주간의 학습활동 시행, 매주 e-class 상 보고서 제출

(스터디룸 및 온라인 협업공간 지원 및 보고서 피드백)

⑨ 활동 중간점검 4주간의 활동 후 중간점검 형식의 중간모임 진행

⑩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8주간의 활동결과물을 PPT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

⑪ 우수학습공동체 심사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참여 현황 등을 토대로 우수학습공동체 선

발 심사(부서 운영위원회)

⑫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한 학기동안 수고를 축하하며 수료증 수여 및 우수학습공동체 발표

⑬
만족도 조사

(사후역량검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⑭ 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학생 학습활동비, 지도교수 학생지도비, 우수학습공동체 상금 검토 

및 지급 (학생복지과 장학금 협조)

⑮ 자료집 제작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모음집 및 우수학습공동체 보고서 모음집 

발간

⑯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⑰ 시행 결과 보고

⑱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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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습공동체(장애인) 예시

프로그램명 3355 flow-해피투게더

담당부서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000 대표 핵심역량 S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0% Ÿ E₁- 창의성 0%

Ÿ S - 영성 윤리의식 60% Ÿ L - 대인관계 40%

Ÿ E₂- 자기관리 0% Ÿ Y - 의사소통 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공부하는 캠퍼스 문화 조성, team play를 통한 리더십 및 팀원 역량 강화, 몰입의 즐거움(flow)을 경험

주요내용 

- 재학생 3명~5인(장애인과 비장애인 구성) 1팀 학습활동 계획서 제출
- 8주 학습활동 시행(매주 보고서 제출, 최소 6회 이상 제출 시 수료)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수료 시 학습활동비, 우수학습공동체 선발 시 포상금 지급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학생복지과 업무 협조: 장애인 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학생복지과 장애지원센터 업무 협조
⑤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⑥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심사를 통한 활동자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참여팀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안내
⑦오리엔테이션(사전역량검사): 학습활동 시작 전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전역량검사 실시)
⑧학습활동 시행: 8주간의 학습활동 시행, 매주 e-class 상 보고서 제출(스터디룸 및 온라인 협업공간 지원 및 보고서 피드백)
⑨활동 중간점검: 4주간의 활동 후 중간점검 형식의 중간모임 진행
⑩활동결과보고서 제출: 8주간의 활동결과물을 PPT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
⑪우수학습공동체 심사: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참여 현황 등을 토대로 우수학습공동체 선발 심사(부서 운영위원회)
⑫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한 학기동안 수고를 축하하며 수료증 수여 및 우수학습공동체 발표
⑬만족도 조사(사후역량검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⑭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학생 학습활동비, 지도교수 학생지도비, 우수학습공동체 상금 검토 및 지급 (학생복지과 장학금 협조)
⑮자료집 제작: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모음집 및 우수학습공동체 보고서 모음집 발간
⑯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⑰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⑱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 Ÿ 중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2시간 Ÿ 전체 기간 8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6장
운영시기 Ÿ 1학기( 0월 0일 ~ 0월 0일) Ÿ 2학기( 0월 0일 ~ 0월 0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수료(6회이상/8회) 10점
입상, 열심상 1점
장려상 2점
우수상 3점
최우수상 4점
대상 5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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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습공동체(베스트메이트-학업미성취자)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프로그램�홍보�

및�신청접수 ð

계획서�심사�

및� 활동자�선발 ð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시상식�및

성과발표회 ï

우수보고서

선발심사 ï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ï
활동�중간점검

ï

학습활동�시행

(주간보고서�제출) ï

또래상담자�

교육(6회)

부서 부서�(운영위원회) 활동자 부서 활동자,� 부서 학생생활상담실

ò

⑬ ⑭ ⑮ ⑯ ⑰ ⑱
만족도�조사

(사후역량검사)
ð
활동지원비�및�

상금(장학금)�지급
ð 자료집�제작 ð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ð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C.Q.I� �보고서�제출

부서
부서�및�

학생복지과
부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⑤ 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심사를 통한 활동자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참여팀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안내

⑥
오리엔테이션

(사전역량검사)

학습활동 시작 전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전역

량검사 실시)

⑦ 또래상담자 교육
리더(멘토)는 학생생활상담실에서 진행하는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6

회 참여

⑧ 학습활동 시행
8주간의 학습활동 시행, 매주 e-class 상 보고서 제출

(스터디룸 및 온라인 협업공간 지원 및 보고서 피드백)

⑨ 활동 중간점검 4주간의 활동 후 중간점검 형식의 중간모임 진행

⑩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8주간의 활동결과물을 PPT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

⑪ 우수학습공동체 심사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참여 현황 등을 토대로 우수학습공동체 선

발 심사(부서 운영위원회)

⑫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한 학기동안 수고를 축하하며 수료증 수여 및 우수학습공동체 발표

⑬
만족도 조사

(사후역량검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⑭ 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학생 학습활동비, 지도교수 학생지도비, 우수학습공동체 상금 검토 

및 지급 (학생복지과 장학금 협조)

⑮ 자료집 제작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모음집 및 우수학습공동체 보고서 모음집 

발간

⑯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⑰ 시행 결과 보고

⑱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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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습공동체(베스트메이트-학업미성취자) 예시

프로그램명 3355 flow-베스트메이트

담당부서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000 대표 핵심역량 L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0% Ÿ E₁- 창의성 0%
Ÿ S - 영성 윤리의식 30% Ÿ L - 대인관계 40%
Ÿ E₂- 자기관리 30% Ÿ Y - 의사소통 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공부하는 캠퍼스 문화 조성, team play를 통한 리더십 및 팀원 역량 강화, 몰입의 즐거움(flow)을 경험

주요내용 

- 재학생 3명~5인(학업미성취자 포함) 1팀 학습활동 계획서 제출 
- 8주 학습활동 시행(매주 보고서 제출, 최소 6회 이상 제출 시 수료)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수료 시 활동지원금 지급, 우수학습공동체 선발 시 포상금 지급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학생역량개발시스템 및 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⑤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계획서 심사를 통한 활동자 선발(부서 운영위원회), 참여팀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안내
⑥오리엔테이션(사전역량검사): 학습활동 시작 전 학습활동 안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사전역량검사 실시)
⑦또래상담자 교육: 리더(멘토)는 학생생활상담실에서 진행하는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6회 참여
⑧학습활동 시행: 8주간의 학습활동 시행, 매주 e-class 상 보고서 제출(스터디룸 및 온라인 협업공간 지원 및 보고서 피드백)
⑨활동 중간점검: 4주간의 활동 후 중간점검 형식의 중간모임 진행
⑩활동결과보고서 제출: 8주간의 활동결과물을 PPT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
⑪우수학습공동체 심사: 주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참여 현황 등을 토대로 우수학습공동체 선발 심사(부서 운영위원회)
⑫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한 학기동안 수고를 축하하며 수료증 수여 및 우수학습공동체 발표
⑬만족도 조사(사후역량검사):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및 사후역량검사 실시
⑭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학생 학습활동비, 지도교수 학생지도비, 우수학습공동체 상금 검토 및 지급 (학생복지과 장학금 협조)
⑮자료집 제작: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모음집 및 우수학습공동체 보고서 모음집 발간
⑯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⑰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⑱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 Ÿ 중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2시간 Ÿ 전체 기간 8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6장
운영시기 Ÿ 1학기( 3월 16일 ~ 5월 27일) Ÿ 2학기( 9월 20일 ~ 12월 2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수료(6회이상/8회) 10점
멘토(리더) 5점
멘티(학업미성취자) 5점
입상, 열심상 1점
장려상 2점
우수상 3점
최우수상 4점
대상 5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 29 -

2-4  학업미성취자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전회의�및

시행�계획�수립�
ð

사전요구도�조사

ð

시행�계획�보고

(총장�결재)
ð

프로그램�홍보�

및�신청접수

(+개인정보동의서) ð

학습유형검사,�

심리검사�시행
ð

프로그램�제안

(취창업,학습,

진로및심리)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학생생활상담실
부서

ò

⑫ ⑪ ⑩ ⑨ ⑧ ⑦

C.Q.I� �보고서�제출
시행�결과�보고

(총장�결재)
ï

웨슬리언�포인트

지급
ï

만족도�조사

ï

자기보고서�일지

제출
ï

프로그램�운영

부서 부서
부서�및�

교육질관리센터
부서 학업미성취자 부서

번호 구분 내용

① 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 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 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⑤ 학습유형 검사, 심리검사 시행
학습유형 검사(U&I) 및 심리검사 시행(학생생활상담실 1:1 

해석상담)

⑥ 프로그램 제안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지원 또는 취창업 관련, 학습컨설팅, 팀빌딩 

등의 프로그램 제안

⑦ 프로그램 운영 각 부서별 프로그램 운영

⑧ 자기보고서 일지 제출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는 자기보고서 일지 제출 (학사경고 탈출)

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⑩ 웨슬리언 포인트 및 장학금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및 장학금 지급

⑪ 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⑫ 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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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업미성취자 예시

프로그램명 삼시세끼

담당부서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 000 대표 핵심역량 Ÿ L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20% Ÿ E₁- 창의성 10%

Ÿ S - 영성 윤리의식 10% Ÿ L - 대인관계 30%

Ÿ E₂- 자기관리 20% Ÿ Y - 의사소통 10%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학습부진, 부적응학생의 이탈방지 멘토

주요내용 

Ÿ 팀빌딩활동(레크레이션, 팀플레이 놀이)
Ÿ 체육활동(볼링)
Ÿ 학습활동(동영상)
Ÿ 학습유형검사

운영 절차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회의 및 기본 계획 수립
②사전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사전 요구도 조사 시행
③시행 계획 보고: 운영계획 기안문 총장 보고
④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⑤학습유형 검사 시행: 학습유형 검사(U&I) 시행(학생생활상담실 1:1 해석상담)
⑥프로그램 운영: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지원 또는 팀빌딩, 학습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운영
⑦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⑧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포인트 기준에 따른 개별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⑨시행 결과 보고: 시행 결과 기안문 총장 보고
⑩C.Q.I보고서 제출: C.Q.I 보고서 작성 후 교육질관리센터 제출

난이도 Ÿ 상 √ Ÿ 중 Ÿ 하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1시간 Ÿ 전체 기간 5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운영시기 Ÿ 1학기( 2월 26일 ~ 6월 1일) Ÿ 2학기( 8월 27일 ~ 12월 7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5회 참여 10점

4회 참여 8점

3회 참여 6점

2회 참여 4점

1회 참여 2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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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자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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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운영 자료 샘플

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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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회의록 작성 샘플)

CTL� 회의록
  - 2017학년도� 2학기�CTL 프로그램�사전회의� -

*붙 임 : 1. 2017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로드맵 1부.  끝.

보고일시 2017.08.14.(월)� 9:30 보고시점 2017.08.14.(월)� 14:00

위원장 박숙희 부위원장 -

담당과장 CTL과장�이재근 연�락� 처 031-299-1370

기� 록� 자 CTL� 정혜원 연�락� 처 031-299-1373

장� � � � 소 학생회관� B1� 101-1호 FAX 031-299-1390

쪽수/붙임 2쪽/있음 e-mail lemonade585@naver.com

참�석� 자 김권명,� 강두리,� 정혜원,� 박지은,� 최선화

2017학년도� 2학기� CTL�프로그램�운영

안건

&

토의

□ 2017학년도 2학기 프로그램 사업계획 (프로그램 사전회의)

 - 프로그램 내부기안 (예산 / 기타학생경비 점검) (~8/18 완료) 

□ 학생생활상담실 특강준비 (배정예산 내-특강료 지급기준 확인) 

□ 프로그램 홍보 관련 자료 제작 논의 (홈페이지,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 홍보포스터, 현수막 (~8/18 시안 완료) (~8/24 최종 부착)

 - 리플렛 제작 (총 16면, 3면 표지 및 교육혁신원 소개, 13면 프로그램 소개)  

    <구성> 1장 , 16장 : 표지 및 안내

           2장 : 교육혁신원 소개, 조직도

           3장 ~ 15장 : CTL 프로그램 소개

 - 홈페이지 개편 자료 (~8/17 작성 완료) (8/18 피드백 및 보고)

   : 프로그램별 세부안내 내용 목차 통일

<개괄> 교육혁신원 소개, 인사말, 목적, 조직도

CTL- 교수지원, 학습지원, e-learning 지원, 스터디룸, 놀이터

학생생활상담실- 진행 프로그램

교육질관리센터- 진행 업무

창의융합센터- 진행 프로그램  

□ 다음 회차 회의 일정: 8월 18일(금)

의결내용�

&

조치사항

□ 2017-2학기 프로그램 기안 (~8/18 완료)  

□ 2017-2학기 프로그램 홍보 자료 완료 (홈페이지,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 다음 회차 회의 일정: 8월 18일(금)

사�진�자�료

mailto:lemonade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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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회의 및 시행 계획 수립 (계획안 샘플)

3355 flow

1-1. 프로그램 개요

 선후배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진지한 토론과 공부의 열기를 만드는 3355 캠

퍼스! 함께 설정한 목표를 향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구성해 나아가기 위

해 열심히 함께 공부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은 오늘날의 대학생활에서 꼭 필요

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룹 활동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나 함께 협력

하는 팀원 모두에게 리더십 및 서번트 리더십을 기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으며, 이것이 곧 오늘날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팀워크 역량 강화의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로우(flow)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재미와 흥미에 압

도되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될 때 느끼는 행복감을 의미하며, 몰입

의 즐거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3355 flow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습공동체 

활동의 확산을 통해 즐겁게 공부하는 캠퍼스 분위기를 만들고, 참여하는 학생

들이 경험하는 공부하는 행복감이 동료 학생들에게도 전염되어 학습동기화현

상을 온 캠퍼스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 모집대상 

  본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2) 세부 유형

 

(1) 전공심화 스터디그룹-지도교수 참여형

   전공 교과목 중 1과목 지정 또는 전공 심화 관련 주제선정: 3-5인 1팀-지도교수 

참여 필수

(2) 일반 스터디그룹-자율형

   전공, 교양 교과목 관련 주제, 또는 자유 주제선정: 3-5인 1팀-지도교수 참

여 불필요

(3) 베스트메이트

   성적우수자와 학사경고자 매칭 멘토링: 3-5인, 2인 1팀도 가능-학과장 추천

(4) 글로벌 파트너십

   내국인학생과 유학생 매칭팀, 유학생 단일팀(지도교수 참여 시): 어학공부 or 

학교생활적응 or 스터디그룹: 2-5인 1팀

    (5) 지식융합 스터디그룹

       다양한 전공의 혼합구성 원칙, 융합형 주제 선정: 3-5인 1팀(지도교수 참여 

가능)

    (6) 해피투게더 스터디그룹

       장애학생 매칭 멘토링: 2-5인 1팀

     *유형별 모집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형별 비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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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 학습시간: 8주간 총 16시간 이상(주당 2시간 이상), 공동 학습 시간표는 

팀 내에서 결정, 최소 2회 이상 센터 내 “3355 스터디룸” 사용(사전 

예약제).

  

  4) 운영방법

  

   (1)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 송부, 학생역량개발시스템 참여 신청

   (2) 선정방법: 서류 심사(신청서)를 통해 선정(팀 소개, 참여 동기, 학습 목표,   

                  주별 계획)

   (3) 진행절차 :

      ① 심사 후 팀 선발 및 사전 오리엔테이션

      ② 주간 학습활동 보고서 제출(팀별 제출)

         - 매주의 학습활동을 마친 후 “주간 학습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클래스 게시판에 탑재, 이클래스 상에서 전임연구원과 상호작용

         - 주간 공동학습보고서 최소 6회 이상 제출하면 학습공동체 활동 이수로 

인정(학습활동지원비 지급)

         - 주간 공동학습보고서에 공동학습장면 사진첨부(참석 팀원 모두가 나오  

           도록 촬영)

         - 주간 학습활동 계획서는 전임연구원과 상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주간 공동학습활동 보고서는 최종 평가 및 시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

       ③ 중간 모임 진행

         - 각 팀의 팀리더 필참 및 팀원 중 50% 이상 참석

         - 진행과정의 어려운 점, 협조사항 및 진행과정 중간보고 

       ④ 최종보고서 제출

         - 이클래스 상에 최종 보고서 탑재

         - 심사를 통해 우수학습공동체 선발 및 시상(심사: 출석률, 이클래스 활용  

               도, 오리엔테이션 참석, 중간모임 참석, 주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참조)

        ⑤ 활동인증서 수여식 및 우수학습공동체 시상식 참석(총장명의 활동인증  

            서 및 상장, 상금)

    5) 학습기간: 학기 내 8주

      6) 지원사항

   

   (1) 최소 6회 이상의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이클래스 탑재시 최종 심   

      사후 학습 활동비(식비, 도서, 문구류 및 스터디활동 관련 자료 구입   

      비)지급, 1인당 최대 6만원(베스트메이트유형과 해피투게더유형 멘토   

      멘티 1인 최대 12만원)

(2) 최종 결과 심사 후 우수학습공동체 선발 후 상금 차등 지급

(3) 지도교수 활동지원금 1팀 지도시 10만원, 2팀 지도 15만원, 3팀 지도 20

만원) 



- 36 -

(4) 웨슬리언포인트 : 기본 수료 10 point, 수상실적에 따른 +α point, 베스

트메이트, 해피투게더 유형 멘토(리더), 멘티 + 5 point

1-2. 추진일정

1-3. 소요예산

신청 및 접수 2018.09.03.(월) ~ 2018.09.16.(일)24:00

참여팀 선발 심사 2018.09.18.(화)

참여팀 선발 발표 2018.09.19.(수)

오리엔테이션 2018.09.20.(목)

1주차 2018.10.01.(월)~10.07.(일)

2주차 2018.10.08.(월)～10.14.(일)

3주차 2018.10.15.(월)~10.28.(일) (2주간, 중간고사기간 포함)

4주차 2018.10.29.(월)~11.04.(일)

중간모임 2018.11.05.(월)~11.09(금)

5주차 2018.11.05.(월)~11.11(일)

6주차 2018.11.12.(월)~11.18.(일)

영수증 제출 2018.11.14.(수)~11.16.(금)

7주차 2018.11.19.(월)~11.25.(일)

8주차 2018.11.26.(월)~12.02.(일)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2018.12.02.(일)

우수학습공동체 심사 2018.12.05.(수)

수료 및 시상식(성과발표회) 2018.12.07.(금)

  (단위 : 원)

계정과목 내용 2018-2학기 비고

인쇄출판비

홍보포스터 280,000

홍보현수막
(홍보, 오리엔테이션, 시상식)

264,000

수료증(상장) 제작비 1,000,000 500명*2,000원

자료집 제작 1,000,000

홍보비 기념품 700,000 *입학홍보과 지출

기타학생경비

심사비
(선발심사, 우수공동체 심사)

600,000 CTL운영위원 6인

시상식 일일근로학생 150,000
진행, 공연팀, 
일일근로

지도교수활동비 3,000,000
1팀 지도 100,000원
2팀 지도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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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대효과

  ‘3355 flow’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team play 활

동 경험을 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공동 학습활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팀워크 역

량’이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학생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의 

의미와 중요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성적우수자와 학사경고자가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전공 영역의 학생들과의 교류 경험을 통해 지식 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 학습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3팀 지도 200,000원

중간모임 다과비 500,000 500명*1,000원

학습활동지원금, 
우수학습공동체 시상금

14,200,000
130팀(500명) 내외 
선발 예정
-학습활동지원금: 
영수증 첨부자에 
한해 개별 최대 
6만원(베스트메이트 
유형 멘토 멘티는 
12만원)
-시상금: 팀별 
차등지급
*교내장학금은 
학생복지과 지출

교내장학금
학습활동지원금, 

우수학습공동체 시상금
19,000,000

합계 40,6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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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전요구도 조사

[프로그램명] 사전요구도 조사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참여자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

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요구도 조사 설문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학과(전공)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귀하의 학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3. 본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2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어떤 경로를 통해 본 프로그램을 알고 접하게 되었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현수막

②포스터

③SNS(문자)

④정규과목‘전공진로설계’1~2주차 홍보(진로 및 취업 오디세이)

⑤자체제작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⑥뉴스레터

⑦비교과프로그램 캘린더

⑧교수학습지원센터 C.T.L 프로그램 안내 리플릿

⑨학교 및 교육혁신원 홈페이지

⑩D.I.D(글로벌경영관 1층 홍보방송 모니터)

⑪우수결과보고서 자료집

⑫SNS홍보단(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⑬협성대학교신문

⑭교수님 프로그램 소개

⑮선배, 후배, 동기

5. 본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요일이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월요일   ②화요일   ③수요일  ④목요일  ⑤금요일

6. 본 프로그램 시작 시간은 몇시가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12:30   ②14:00   ③15:30  ④17:00  ⑤기타(   :   )

7. 본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30분   ②1시간   ③1시간 30분  ④2시간  ⑤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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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프로그램에 한번도 참여 하신 적이 없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①홍보부족(알지 못 함)

②부정적 인식 

③참여가능 요일 및 시간 불가

④웨슬리언포인트 낮음

⑤기타(                 )

9. [선택]본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요청 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까?

(                                                                 )

10. [선택] 기타의견, 위 내용 이외의 건의사항이나 추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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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행 계획 보고

- 창의융합 인재양성 특성화 대학 -

협성대학교

수 신 자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2018-1학기 3355 flow(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1.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2018학년도 1학기 3355 

flow 11기(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프로그램명: 3355 flow (11기)

  나. 운영기간: 2018학년도 1학기

  다. 참여대상: 본교 재학생 및 교수

  라. 소요예산: 47,794,000원

  마. 세부일정

  (단위 : 원)

계정과목 내용 2018-1학기 비고

인쇄출판비

홍보포스터 280,000

홍보현수막 264,000 (홍보, OT, 시상식)

수료증(상장) 제작비 1,000,000 500명*2,000원

자료집 제작 1,000,000

기타학생경비

학생활동비
(대학원생, 8학기 초과자)

300,000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여 
기타학생경비 지출

심사비
(선발심사, 우수공동체 심사)

600,000
CTL운영위원 6인
(위원장 제외)

시상식 일일근로학생 150,000 진행, 공연팀, 일일근로

지도교수활동비 3,000,000

1팀 지도 100,000원
2팀 지도 150,000원
3팀 지도 200,000원

중간모임 다과비 500,000 500명*1,000원

홍보비 기념품 700,000
-전체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로 
진행됨
*입학홍보과 지출

교내장학금
학습활동지원금, 

우수학습공동체 시상금
40,000,000

150팀(500명) 내외 선발 예정
-학습활동지원금: 영수증 
첨부자에 한해 개별 최대 
6만원(베스트메이트 유형 
멘토 멘티는 12만원)
-시상금: 팀별 차등지급
*학생복지과 지출

합계 47,794,000



- 41 -

  
  

담당자
 

과장
 

원장
 

부총장
 

정혜원 이재근 박숙희 고재모

총장
2018-03-08

 
 

 
 

 
 

박민용    

협조자         

        

시행 교수학습지원센터-273 (2018. 03. 08.) 접수

우편번호 180-3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 http://www.uhs.ac.kr

전화번호 031-299-1370 팩스번호  / jhelong@uhs.ac.kr / 공개

                                                                            

붙임자료: 1. 2018-1학기 3355 flow 운영계획안 1부. 끝.

신청 및 접수 2018.2.26.(월) ~ 2018.3.12.(월)24:00

심사 2018.3.14.(수)

선발발표 2018.3.15.(목)

오리엔테이션 2018.3.16.(금)

학습활동 시행 및 주간보고서 제출(8주간) 3.19.(월) ~ 5.27.(일)

중간모임 2018.4.30.(월)~5.2.(수)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5.28.(월)

우수학습공동체 심사 2018.5.30.(수)

수료 및 시상식(성과발표회) 2018.6.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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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접수
[첨부1] 3355 flow 학습공동체 신청서

2018학년도 2학기 ‘3355 flow’(협성 학습공동체) 참가 신청서 접 수 번 호 기입X

일  반  사  항
3355 flow 선발 우대사항 (네모칸 þ 표시, 마우스 클릭)

팀 내 신입생 포함
(2018학년도 입학생) gfedc

2018-1학기(지난 학기) 
3355 flow 신청

gfedc

참여 희망

학습공동체 유형

(네모칸 þ 표시 )

(택 1)

gfedc

� 전공심화�스터디그룹-지도교수�참여형� (*지도교수�참여�필수)

� 전공� 교과목�중� 1과목�지정� 또는� 관련주제�선정
❍지원사항
(수료자,�영수증�첨부�시)

⦁학생
최대� 60,000원�지원
*베스트�메이트,�

해피투게더�멘토와�

멘티는�최대� 120,000원�

지원(추후� 안내)

⦁지도교수
1팀�지도시�100,000원

2팀�지도시�150,000원

3팀�지도시�200,000원
학생지도비�지원

⦁우수학습공동체�
포상금�지급(차등)

gfedc

�일반�스터디그룹-학생�자율형�

�전공,�교양�교과목�관련�주제�또는�자유주제�선정� �

gfedc

�베스트�메이트�성적우수자와�학사경고자�매칭�멘토링

gfedc

�글로벌�파트너십�내국인+유학생�매칭팀,� 유학생단일팀(지도교수� � � �

� 참여시):� 어학공부� or� 스터디그룹� or� 학교생활적응

gfedc

�지식융합�스터디그룹� (*지도교수�참여�가능)

� 다양한�전공�혼합구성�원칙,� 융합형�주제� 선정

gfedc

�해피투게더�장애학생�매칭�멘토링

* 3-5인 구성이 원칙이나, 
베스트 메이트, 글로벌 파트너십, 해피투게더 유형은 2인 1팀도 가능(베스트 메이트 유형은 학과장 추천 시 2인 1팀 가능)* 유형별 비례 선발 예정

팀  학  습  계  획

팀    명  

학습주제

학 습 공 동 체   팀 원  인 적 사 항

이름, 학번,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학번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추후 지원금이 지급)

이름 소속학부(학과) 학번 학년
휴대폰

(-표시 바랍니다.)
e-mail

비고(8학기 초과자,

유학생, 대학원생) 

팀리더

팀  원

지도교수

팀 소개 및 지원 동기 (필수 기재)

팀 운영 계획과 포부 (필수 기재)

교수님 추천 메시지 (지도교수님 참여 시 기재)

추천교수:

학과:
✿ 뒷면의�계획서�작성�후,� lemonade585@naver.com� 로� 신청서와�계획서�제출.(~9월� 16일�자정까지)�

✿ 문의� :� 031)299-1373,� 글로벌�경영관� 1층�교수학습지원센터

mailto:lemonade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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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3355 flow 학습공동체 운영계획서 8주간의 3355 flow 운영계획을 작성해주세요. (필수 작성)

2018-2학기 협성 학습공동체 ‘3355 flow’ 운영계획서

팀명(학습공동체명) 학습공동체 유형

학 습 주 제

학 습 목 표

주 차 주 차 별 학 습 계 획 (학습시간은 주당 2시간 이상)
모임일시

(예정)

장소

(예정)

2018.09.20.(목) 오리엔테이션 있음 (선발팀 참여)

1주차

10.01.(월)~10.07.(일)

2주차

10.08.(월)～10.14.(일)

3주차

10.15.(월)~10.28.(일) 

(2주간, 중간고사기간 포함)

4주차

10.29.(월)~11.04.(일)

11.05(월)~11.09(금) 중간모임 있음 (팀별 한번씩 참여)

5주차

11.05.(월)~11.11(일)

(중간모임 있음)

6주차

11.12.(월)~11.18.(일)

7주차

11.19.(월)~11.25.(일)

8주차

11.26.(월)~12.02.(일)

2018.12.07.(금) 시상식 있음

 위와 같이 3355 flow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학습활동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이름(팀 리더) : 
협성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하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목적: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락 및 자료 보관

- 수집항목: 이름, 학과, 학번, 학년, 휴대폰, 메일주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gfedc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gfedc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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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계획서 심사 및 활동자 선발

3355 flow (학습공동체프로그램) 심사표

심사항목 1. 참여 동기 2. 활동 주제의 
적합성 

3. 활동 계획의 
구체성 

4. 활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

합계
평가기준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교육적인가?

활동 주제가 
학습능력 
제고나 

핵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가?

학습공동체 
활동계획이 
구체적인가? 

학습공동체 
활동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가? 

번호 팀명 20점 30점 30점 20점 100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1  학년도 2학기 3355 flow 학습공동체프로그램 
참여팀 선정을 위한 계획서 심사를 위와 같이 하였음 201 .  .  .

심사위원 :                  ( 서명 )

협성대학교 교육혁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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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오리엔테이션(사전역량검사)

No.

[프로그램 명] 을 시작하기 전/후

* 다음 ________사항을 기록하거나, 해당란에 √표해주세요. (반드시 기록)

학과:             학번:             이름:               성별 남 (        ) 여 (        )

*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은 [프로그램 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핵심 역량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참여는 [프로그램 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문에 응답한 결과 혹은 점수는 오직 프로그램 효과분석에만 활용되며, 
  개별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총 문항수는 129개입니다(일반적인 반응시간은 약 10-15분 내외), 가능한 한 한 장소에서, 
  빠진 문항없이 모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요령 예시>

*아래의 문장 중 현재(요즘)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현재 모습 혹은 생각
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응답요령: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문항을 너무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협성대학교 교육혁신원장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학교나 학과 행사들에 적극 참여한다.  √

  

                                                       실시일자: 201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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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대학에 입학 후 현재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외국어가 있다.

2 다른 친구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을 나는 끝까지 해내곤 했다.(한다)

3 학과나 동아리, 동호회 등에서 리더 역할을 맡은 적이 있다.

4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앞으로의 학업(대학원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

5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평화롭지 못하다.

6 시간계획을 세워 하루 일과를 진행한다.

7 사람들 앞에 나서서 행동하는 것이 힘들다.

8 교수님과 학생들 간에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9 이미 알려진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해왔다.

10 내가 모르는 사람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11 자발적으로 주변의 외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다.

12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은 포기하는 게 더 낫다.

13 회의나 토론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편이다.

14 남들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15 부모님은 나의 좋은 의논 상대이다.

16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다.

17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는 성공하기 어렵다.

18 학교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직접 담당자에
게 물어본다.

19 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20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원들과 상의하여 방향을 정하는 게 즐겁다.

21 유창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로 말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22 다른 나라 혹은 낯선 곳을 탐험하고 싶다.

23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정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24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25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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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26 나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

27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한다.

28 우리 학과 학우들이 학과 내에서 누구와 친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고 있다.

29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관점이나 맥락을 파악해 낸다.

30 가난한 사람과 노인에게는 많이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31 월드컵이나 엑스포, 국제세미나 등 국제 행사에 도우미로 참여한 
적이 있다.

32 씩씩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33 아직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

34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35 가난한 사람과 노인에게는 많이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36 과제를 할 때,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37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공부한다. 

38 나는 모임이나 조직에서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빨리 파
악한다. 

39 관습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유롭게 사고하는 편이다.

40 내가 속한 조직이나 팀이 성공했을 때, 내 일인 것처럼 기쁘다.

41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42 내가 세우는 목표는 내 친구들이 세운 목표보다 높은 편이다.

43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예: 자료 조사 내용
을 금요일까지 메일보내기)을 먼저 제시한다.

44 단기 목표뿐 아니라 장래에 이루고자 하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

45 영화관등공공장소나수업중에는핸드폰을끄거나무음으로해놓는다. 

46 계획표대로 실천해야 마음이 편하다.

47 계획한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8 내가 속한 학과나 동아리, 동호회 등이 추구하는 바를 적극 수용
하고 있다.

49 과제나 일을 할 때, 새로운 방법을 찾아 적용해왔다.

50 친구나 후배의 실수를 감싸기 위해 내 책임으로 돌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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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51 해외 여행할 때 현지음식을 권유 받으면 거부감 없이 먹는다.
52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53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이 좋다.
54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재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

55 들키지 않고 몰래 영화관이나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방법을 안다
면, 나는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56 강의 중 모르는 내용은 강의 중이나 끝난 후에 교수님께 여쭤본다.
57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58 윗사람이나 선배를 만나면 깍듯하게 인사한다.
59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60 모든 구성원들의 일 분담이 공정하도록 항상 신경 쓴다. 

61 에너지, 경제, 환경 등 지구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최근 동향과 흐
름을 알고 있다.

62 틀에 박힌 일상적인 것보다는 변화가 좋다.

63 내가 속한 조직에서 해결해야 할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
서서 해결하고자 한다.

64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다.
65 도덕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66 내가 세운 목표들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나 과제를 수행한다.

67 세상에는 재미있거나 신나는 일이 없다.

68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선배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69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종종 사람들이 놀란다.
70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한다.
71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면 두려움 없이 가르쳐준다.
72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분야를 해보는 것이 즐겁다.
73 함께 프로젝트를 할 때, 목표나 방법 등을 먼저 제안한다.
74 나의 목표를 가능한 높게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75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바르게 생활한다.
76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77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다.
78 내가 속한 조직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79 나는 종종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다.

80 사이가 좋지 않은 팀원들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좋은 성
과를 거둔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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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81 규칙적으로 공부하는(예: 주3회, 매 회당 30분 이상) 외국어가 있다.

82 다른 문화권에 가서 살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다.

83 프로젝트를 할 때 궂은 일은 내가 먼저 나서서 한다.

84 사전계획이나 준비 없이 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85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다소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

86 기한 내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한다.

87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하다.

88 적극적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해왔다.

89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것을 종종 시도한다.

90 분쟁이 생기면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91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에 대해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없다.

92 곤경에 처할 경우, 내 힘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93 팀 프로젝트를 할 때면 자연스럽게 내가 팀장이 된다.

94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95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규칙이라도, 나는 지킨다.

96 공부나 과제를 할 때,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97 정당한 요구나 권리조차 잘 말하지 못하여 손해를 볼 때가 있다.

98 나는 우리 학교의 학생인 것이 자랑스럽다.

99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른다.

100 내가 다소 희생하더라도 타인의 부탁을 들어준다.

101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예: 환율, 북핵, FTA 등)나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알고 있다.

102 잘 모르는 분야일지라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103 그룹 활동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기 보다는 주도적 역할을 맡는
다. 

104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특강을 듣거나 동아리에 가입한 적
이 있다.

105 예의범절을 잘 지킨다.

106 앞으로 할 일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107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08 우리 과 혹은 동아리의 연간 계획을 알고 있다.

109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110 내 친구나 후배들은 내게 조언이나 정보를 구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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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111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의 최근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112 배우거나 알고 싶은 것이 많다.

113 어떤 모임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한 직책을 맡는 편이다. 

114 내 삶의 목표를 책상 주변이나 다이어리 등에 써 놓고 확인한다. 

115 내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지 신경 쓴다.

116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일을 처리한다.

117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18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우리학교를 자랑한다.

119 나는 자주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낸다.

120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즐겁다.

121 세계 주요국들의 종교나 문화적 관습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
인지 알고 있다.

122 새로운 분야나 공부를 해보는 것이 즐겁다.

123 학과나 동아리 등 내가 속한 조직에서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 싶
지 않다.

124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다.

125 규칙을 어기거나 금지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126 목표를 세우면 이제껏 대부분 실행하였다. 

127 해결해야 할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일로 바쁜 척 한다.

128 조직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불평불만
을 하지 않는다.

129 후배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도와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한 설문지는 나가실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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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학습활동 시행

2018-2학기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3355 flow'
주간 공동 학습활동 보고서

팀 번호 진행주차

팀 명 참여유형

주간 

공동

학습활동

운영정보

학습활동 일시

학습활동 장소

리더/팀원 이름

참석 여부 (O/X)

불참자 사유 불참사유 기재 (미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주간 학습내용

주제

학습

내용

주요

학습방법

종합의견 

(반성 및

팀원 소감)

다음 주차 
활동계획

날짜

시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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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동체 프로그램 ‘3355 flow'

주간 공동 학습활동 인증사진

학습활동 일시

학습활동 장소

진행주차

사진 1 활동설명

(★필수) 참여자 모두 확인 가능한 함께 찍은 사진 첨부 

-학습활동 사진

사진 2 활동설명

제출일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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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학습공동체프로그램 ‘3355 flow'
주간 공동학습활동 보고서(지도교수 자문)

팀명 진행주차      주

지도교수 자문내용

2018년       월       일    교수님 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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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Mate Mentor 일지

일시: 장소: 멘토명: 

멘티의 상황

(고민)

어떻게 

도왔나?

best mate

한주 활동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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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활동 중간점검

‘3355 Flow’ 협성 CTL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중간모임

인적사항

팀명 소속학부(학과)

성명 학번       

아래 질문에 V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355 flow를 참여하는 것이 나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 

3355 flow를 참여하면서 친구(선배,후배)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3355 flow를 신청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다. 

나는 e-class를 수시로 확인하며 공지사항을 잘 살펴본다.

3355 flow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다. (빈칸 서술형)

발표 feedback 또는 질문, 생각 등 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 3355 flow를 참여하면서 좋은 점, 힘든 점, 우리팀 활동에 대한 성찰 등)      *용지부족 시 뒷면 활용

* 본 용지는 3355 flow 중간모임 출석용으로 동시에 사용됩니다.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뒷면 활용 가능합니다.

* 중간모임 종료 후 담당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2018년           월           일

    성   명 :              (인)

                                            협성대학교 교육혁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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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활동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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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우수학습공동체 심사

CTL� 운영위원회�회의록
  - 2018-2학기� 3355 flow 우수학습공동체�심사� -

보고일시 2018.12.05(수)� 11:00 보고시점 2018.12.07.(금)� 10:00

위원장 이충범 부위원장 -

담당과장 CTL과장�김경희 연�락� 처 031-299-1374

기� 록� 자 CTL� 정혜원 연�락� 처 031-299-1373

장� � � � 소 경영관�110호�교수학습세미나실 FAX 031-299-1498

쪽수/붙임 2쪽/있음 e-mail lemonade585@naver.com

참�석� 자 이충범,� 황인태,� 노흥식,� 서명수,� 정희진,� 김광희,� 김익균,� 김경희,� 정혜원

2018-2학기� 3355� flow�우수학습공동체�선발�심사

안건

&

토의

▣ 3355 flow 수료팀 현황 (붙임 1)

 - 수료 113팀 (학생 449명, 교수 16팀 12명)

▣ 심사내용 및 평가항목 (붙임 2)

 - 내용

1차 심사: CTL 내부 심의

2차 심사: CTL 운영위원 7인 개별심사(상위 14팀)

 - 항목

1.공동학습활동 참여도（8주간 주간 학습활동 보고서 업로드 현황) 

2.공동학습활동내용의충실성（주간 학습활동 보고서의 내용）

3.최종결과보고서（내용/구성/전달）

4.기타사항（팀워크 역량강화 경험, 몰입의 즐거움, 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열정 등) 

유형 계획서�신청�및�최종� 선발팀 수료팀

전공심화-지도교수참여형 17팀(학생73명,지도교수12명) 16팀(학생67명,지도교수� 12명)

일반-학생자율형 107팀(학생425명) 92팀(학생361명)

베스트메이트 1팀(학생5명) 　-

글로벌�파트너십 5팀(학생20명) 3팀(학생14명)

지식융합 2팀(학생7명) 2팀(학생7명)

해피투게더 - 　-

계
132팀(학생530명,

지도교수참여17팀12명)
113팀� (학생� 449명,
지도교수참여� 16팀12명)

의결내용�

&

▣ 시상내역

 - 우수학습공동체 상금: 12,920,000원

mailto:lemonade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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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2018-2 3355 flow 수료팀 명단 1부. 
        2. 2018-2 3355 flow 우수학습공동체 선발심사표 1부.
        3. 2018-2 3355 flow 우수학습공동체 선발심사결과표 1부.
        4. 2018-2 3355 flow 우수학습공동체 명단 1부. 끝.
         

조치사항

▣ 심사결과

 -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합산

 - 명단 별도 첨부 (붙임 3, 4)

▣ 수료 및 시상식

내용: 교육혁신원 교육역량 성과발표회

일시: 2018.12.7.(금) 오후 3시 30분 

장소: 이공관 204호

내역　 팀�수 상금(원) 합계(원)

대    상 1 500,000� 500,000�

최우수상 13 300,000� 3,900,000�

우 수 상 14 200,000� 2,800,000�

장 려 상 19 100,000� 1,900,000�

입    상 34 70,000� 2,380,000�

열 심 상 24 50,000� 1,200,000�

참 가 상 8 30,000� 240,000�

합� � � � 계　 113 　 12,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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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제CTL20100000호

인  증  서

‘3355 flow' 학습공동체

        
팀    명: 
학부 (과): 
학    번: 
성    명: 

  

  위 사람은 협성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8주간의 학습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3355 flow'에 열정

적으로 참가하여 학업에 대한 열정과 팀워크 역량 강화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 년   월   일

협성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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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만족도 조사

[프로그램명] 만족도 조사

질문ID 질문명

ques_1
귀하의�학과(전공)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유응답형

ques_2

귀하의�학년을�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ques_3

귀하의� 3355� Flow� 참여유형은�무엇입니까?

1 전공심화�유형(지도교수�참여형)

2 일반스터디그룹�유형(자율형)

3 베스트메이트�유형

4 글로벌파트너십�유형

5 지식융합�유형

6 해피투게더�유형

ques_4

교육혁신원� 3355� flow� 프로그램에�관한�세부사항에�관한�질문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질문1) 시행공고�시기�및�홍보는�만족합니까?

세부질문2) 참가신청(접수)� 방법은�만족합니까?

세부질문3) 학교의�지원,� 편의제공,� 장소(분위기)에� 만족합니까?

세부질문4) 운영시간�또는�횟수에�만족합니까?

세부질문5) 내용�및�전문성에�만족합니까?

세부질문6) 나에게(학습or상담)� 도움이�되었습니까?

세부질문7) 학교생활에�꼭�필요한�프로그램�이라고�생각� 하십니까?

세부질문8) 학교를�긍정적으로�생각하는�동기가�되었습니까?

세부질문9) 후배�또는� 동기들에게�추천�하시겠습니까?

세부질문10) 지급되는�웨슬리언포인트�점수에�만족합니까?

세부질문11) 핵심역량�관련�질문

세부질문12) 핵심역량�관련�질문

세부질문13) 핵심역량�관련�질문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ques_5

참여하신� 3355� flow� 프로그램의�계속�운영� 여부에�관하여�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현행유지

2 개선후유지(개선요청사항)(서술식포함)

3 완전�폐지

ques_6
3355� flow에� 참여하면서�가장�좋았던�점은� 무엇입니까?

자유응답형

ques_7
3355� flow에� 참여하면서�가장�불편했던�점은�무엇입니까?

자유응답형

ques_8

3355Flow� 스터디룸�사용에�대한� 만족도는�어떠합니까?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ques_9
3355� Flow� 스터디룸�사용시�좋았던�점� 또는� 개선할�점에� 대한�의견을�자유롭게�기재해주세요.�

자유응답형

ques_10
기타�건의사항�및� 교수학습지원센터에�하고�싶은�말씀이�있습니까?

자유응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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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활동지원비 및 상금(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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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자료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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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교육질관리센터장  
수신자 교육혁신원장(교수학습지원센터장),창의융합센터장,도서관장(운영과장),학생복지처장(학생복지과

장),학생복지처장(취업지원과장),대외협력처장(대외협력과장),창업지원단장(창업교육센터장)

담당자
 

원장
2019-01-09

 
 

 
 

유정호 이충범   

 
 

 
 

 
 

 
 

    

협조자         

        

시행 교육질관리센터-10 (2019. 01. 09.) 접수 교수학습지원센터-39 (2019. 01. 09.) 원장 이충범

우편번호 183-3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 http://www.uhs.ac.kr

전화번호 031-299-1496 팩스번호  / ryujh@uhs.ac.kr / 공개

- 창의융합 인재양성 특성화 대학 -

업무연락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2018학년도 비교과교육과정 웨슬리언 포인트 정산 요청

1. 대학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8학년도 웨슬리언 포인트를 정산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내    용 : 2018학년도 웨슬리언 포인트 정산

 나. 정산방법 : 웨슬리언 포인트 이수 기준(프로그램별 운영 세부 내용)에 따른 학생 

   실적 입력(양식의 작성 예시 참조)

 다. 회신방법 : [붙임]의 양식을 첨부하여 업무연락 회신

 라. 회신기한 : 2018.01.11(금) 17시까지(※기한엄수 부탁드립니다.)

 ※ 동계 방학중 운영 프로그램은 교육질관리센터(496)로 별도 문의

붙 임 : 2018 웨슬리언 포인트 정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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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시행 결과 보고

- 창의융합 인재양성 특성화 대학 -

협성대학교

수 신 자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2018학년도 3355 flow 결과 보고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웨슬리언 비교과 프로그램 

3355 flow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가. 프로그램명: 3355 flow

  나. 내      용: 전공 및 융복합 지식기반 함양을 위한 협성 학습공동체 

구

분
2018-1학기 (3355 flow 11기) 2018-2학기 (3355 flow 12기)

기

간
2018.2.26. ~ 6.1 2018.9.3. ~ 12.7

선

발 

및 

수

료 

현

황

� 유형 계획서�신청 최종�선발� � 수료

전공심화

- 지 도 교 수�

참여형

33팀�

(학생� 133명,�

교수� 33팀�

21명)

33팀�

(학생� 133명,�

교수� 33팀�

21명)

31팀

(학생� 124명,�

교수� 31팀�

20명)

일 반 - 학 생�

자율형

132팀

(학생� 518명)

125팀�

(학생� 490명)

105팀

(학생� 407명)

베스트

메이트

3팀�

(학생� 13명)

3팀�

(학생� 13명)

3팀�

(학생� 13명)

글로벌�

파트너십

2팀�

(학생� 5명,�

교수� 2명)

2팀�

(학생� 5명,�

교수� 2명)

2팀�

(학생� 5명,�

교수� 2명)

지식융합 - - -

계

170팀

(학생� 669명,�

교수� 35팀�

22명)

163팀�

(학생� 641명,�

교수� 35팀�

22명)

141팀

(학생� 549명,�

교수� 33팀�

21명)

� 유형
계획서�신청� 및�

최종� 선발�
수료

전공심화

- 지 도 교 수�

참여형

17팀

(학생� 73명,�

지도교수� 12명)

16팀

(학생� 67명,�

지도교수� 12명)

일 반 - 학 생�

자율형

107팀

(학생� 425명)

92팀

(학생� 361명)

베스트

메이트

1팀

(학생� 5명)
-

글로벌�

파트너십

5팀

(학생� 20명)

3팀

(학생� 14명)

지식융합
2팀

(학생� 7명)

2팀

(학생� 7명)

해피투게더 - -　

계

132팀

(학생� 530명,�

지도교수�참여�

17팀� 12명)

113팀

(학생� 449명,� �

지도교수�참여�

16팀� 12명)

수

료
549명(실인원) 449명(실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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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과장
 

원장
 

총장
2019-01-28

정혜원 김경희 이충범 박민용

 
 

 
 

 
 

 
 

    

협조자         

        

시행 교수학습지원센터-113 (2019. 01. 28.) 접수

우편번호 180-3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 http://www.uhs.ac.kr

전화번호 031-299-1370 팩스번호  / jhelong@uhs.ac.kr / 공개

  다. 소요예산: 72,341,232원

  라. 만족도 조사 결과

붙임: 1. 내부결재 문서 각 1부.

      2. 심사 회의록 각 1부. 

      3. 수료자 명단 각 1부.

      4. 우수학습공동체 명단 각 1부. 

      5. 만족도 결과 1부. 끝.

자 

단위: 원

계정과목 2018-1학기 집행액 2018-2학기 집행액 비고

기타학생경비 2,669,050 17,763,100

인쇄출판비 1,310,666 1,158,416

교내장학금 30,210,775 19,229,225 학생복지과 지출

합 계 34,190,491 38,150,741

총 계 72,341,232

구 분 2018-1학기 2018-2학기 2018학년도 전체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 3.9 3.94

3.92프로그램 만족도 3.9 3.9

핵심역량강화 만족도 3.9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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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C.Q.I보고서 양식

협성대학교 비교과프로그램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Report

학년도

Ⅰ.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명

담당부서 담당자 대표 핵심역량

개발가능
핵심역량
(총100%)

Ÿ W - 글로벌 % Ÿ E₁- 창의성 %

Ÿ S - 영성 윤리의식 % Ÿ L - 대인관계 %

Ÿ E₂- 자기관리 % Ÿ Y - 의사소통 %

운영대상 Ÿ 1학년 √ Ÿ 2학년 √ Ÿ 3학년 √ Ÿ 4학년 √

목표

주요내용 Ÿ

운영 절차 Ÿ

난이도 Ÿ 상 √ Ÿ 중 √ Ÿ 하 √

운영기간 Ÿ 주당 평균시간 시간 Ÿ 전체 기간 주

학생 실적 Ÿ 활동 보고서 제출여부 √ Ÿ 평균 보고서 수량(표지 제외) 장

운영시기 Ÿ 1학기( 월 일 ~ 월 일) Ÿ 2학기( 월 일 ~ 월 일)

웨슬리언
포인트

Ÿ 적용여부 √ 포인트 기준

점
점
점
점
점

학생역량
시스템 사용

여부
Ÿ 활용(신청 및 결과보고) √ Ÿ 미활용(자체 운영)

기타사항

Ⅱ. 비교과프로그램 CQI Report

1. 계획의 합리성[상황] : 학생 설문조사 결과 활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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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전 요구 조사

사전 요구 조사 실시율
대상 학생 수

(2018 참석자 수)
실시 학생 수 실시율(%)

사전 요구 조사 문항 및 내용

사전 요구 조사 주요 결과

사전 요구 조사 결과 2018 반영 내용

※ 미실시 사유 재학생 만족도의 개선 요구만 반영

1.2. 2017 프로그램 만족도 반영

만족도 조사 실시율
대상 학생 수

(2017 참석자 수)
실시 학생 수 실시율(%)

2017학년도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 매우불만족(1점)~매우만족(5점)

구분 문항 평균점수
1
2
3
4
5
6
7

전체 평균
개선의견

조사 결과에 따른
2018프로그램 반영 내용

※ 미실시 사유 2018 신설 프로그램

2. 투입의 합리성[투입] : 예산 활용의 적절성

2.1. 사용 예산 현황

구분 예산(원) 사용액(원) 지출율(%)
참여학생수

(신청자 기준)
1인당 지출액(원)

2017

2018

Ÿ 관련 의견 프로그램 예산 감소로 1인당 학생 지출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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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관리[과정] : 운영과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기진단

3.1. 이탈 방지 노력

구분 신청자 중도탈락자 수료자 수료비율(%)

2017 95%

2018 99%

Ÿ 관련 의견 프로그램 예산 감소로 참여 인원을 선발하여 수료 비율 하락

※ 보고서를 제출하여 선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를 보고서 제출자 기준으로 입력, 중도
탈락자 기준은 웨슬리언포인트 제외자도 포함

3.2 운영 계획 이행
문항 매우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명시한 운영 절차
가 잘 지켜졌다.

√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기간을 
준수했다.

프로그램 대상(일반학생 및 학업 미성취
학생)의 참여 규모가 계획과 일치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전반이 잘 지켜졌다.

3.3. 운영 관리의 체계성
문항 매우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개인정보 활용 동
의서를 받았으며, 철저히 관리했다.

√

프로그램 신청 기간과 각종 공지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중도이탈을 방지하
기 위하여 노력했다.

프로그램 운영 관리 전반이 체계적이다.

3.4. 운영 절차의 적합성
항목 예 아니오

프로그램 시행 보고 기안문이 있다. √

프로그램 홍보 사진 및 포스터, 게시판 등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중 사진을 찍어 증빙을 관리하고 있
다.

프로그램 종료 후 결과 보고 기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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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사전 조사 등 학생 설문지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4. 운영 결과[산출] : 프로그램 운영의 정성적, 정량적 결과 및 성과 

4.1. 역량 도달 담당자 진단

질문 : 다음 핵심역량 개발에 도움이 됐다.
매우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대표역량 핵심역량 비율(계획)

√ Ÿ W - 글로벌 % √

Ÿ S - 영성 윤리의식 %

Ÿ E₂- 자기관리 %

Ÿ E₁- 창의성 %

Ÿ L - 대인관계 %

Ÿ Y - 의사소통 %

4.2. 웨슬리언 포인트 부여
기준 포인트 대상 학생 수 부여 포인트 포인트 계

Ÿ 점

Ÿ 점

Ÿ 점

Ÿ 점

Ÿ 점

4.3. 2018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율

대상 학생 수
(2018 참석자 수)

실시 학생 수 실시율(%)

2018학년도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 매우불만족(1점)~매우만족(5점)
구분 문항 평균점수
1
2
3
4
5
6
7

전체 평균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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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소위원회 자체진단 회의 ※ 비교과소위원회(담당 부서)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자체 진단

부서명 교육혁신원 교육질관리센터

회의 일자 20   년    월    일

회의 장소 경영관 109호

참석자 유정호, 류정호, 윤정호, 우정호

4.4. 계획의 합리성[투입]

Ÿ 총평 : 

Ÿ 개선방안 : 

4.5. 운영 관리[과정]

Ÿ 총평 : 

Ÿ 개선방안 : 

4.6. 운영 결과[산출]

Ÿ 총평 : 

Ÿ 개선방안 : 

4.7. 프로그램 폐지 및 신설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

Ÿ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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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 서류 첨부 – 해당 자료를 스크린 캡쳐하여 아래 표 안에 삽입

① 프로그램 시행 공문(내부결재 및 업무연락)

② 프로그램 홍보 사진 및 포스터, 게시판 공고

③ 프로그램 운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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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그램 결과 보고 공문

⑤ 지출 증빙(결과 보고 공문으로 대체 가능)

⑥ 만족도 및 사전 조사 학생 설문지 샘플

⑦ 웨슬리언 포인트 지급 명단(엑셀 양식 업무연락 첨부-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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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감문 양식

201  년   월   일 
협성대학교

소감문
프로그램명: 

학과 학년
학번 이름

아래 참여 유형에 네모칸 þ 표시해 주세요
gfedc

산업시찰

gfedc

세미나

gfedc

답사

gfedc

발표회

gfedc

학술제

gfedc

연주회

gfedc

특강

gfedc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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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계획서(전공진로 탐색 워크샵) 양식

       ___________학년도 전공진로 탐색 워크샵

  

성명            학번

학과 학년

진로 설정-진로분야

학습 목표

월별 학습 계획서

1

학

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

학

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작성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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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프로그램명: 

협성대학교 _____________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하여 개인정

보를 필요 최소한의 항목으로 수집⦁이용하고, 저작권 이양 동의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락, 자료 보관 및 지원금 지급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학과, 학번, 연락처, 계좌번호,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前까지) : 10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gfedc

 동의함                       

gfedc

 동의하지 않음  

저작권 이양 동의

협성대학교 ______________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저작권 이양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저작권 이양 동의 목적 :　프로그램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보고서, 자료집, 사진, 동영상, 음원 

등 모든 자료는 ______________ 자료집, 간행물, 홈페이지, 동영상 강의 등의 매스미디어에 수록되어 
교수자 및 학습자에게 배포 제공⦁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프로그램 활동으로 만들어진 각종자료의 이용기간은 특정하게 정할 수 없으며 
영구 활용 및 보관될 수 있음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저작권 이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
램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 이양에 동의하십니까?

 

gfedc

 동의함                       

gfedc

 동의하지 않음   

위의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본인이 직접(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본인 확인 :                      (서명)

협성대학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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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CQI보고서�평가위원�평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