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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부산외대가 수행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I)이 대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5년간의 수행 실적

을 기준으로 교육부의 종합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NASEL에 의한 교수-학습 역량진단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학생 지원 제도를 다양화 할 수 있었다. 그러

나 교육비 지원의 불균형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단발성 이벤트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은 시스템적으로 정착하지 못해 질

적인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양적인 성장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질적인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책임 소재가 

약화되어 단일 학과가 참여하는 경우에 비해 성과가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K-I conducted by BUFS on the university itself. To this end, I compared the resul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comprehensive evaluation with the performance evaluation conducted by BUFS based on the five-year 

implementation performance, and analyzed the diagnosis of teaching-learning capacity by NASEL. As a result,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was able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diversify the student support system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However, students complained about the imbalance of educational expenses support, and the program operation focused on one-off 

events was not systematically settled, revealing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growth without falling into qualitative growth.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heterogeneous departments has weakened the active responsibility, resulting in lower performance than in 

the case of a singl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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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입학자원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입학자원이 감소하게 되면 그 영향은 지

방대학부터 미치는 것이 자명하며, 지방대학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 지역의 피폐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

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지방대학의 구조 개편은 물론 교육과정 개편 및 대학 내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개선

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역할과 기능을 감

안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주인공으로 육성함은 물론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비교우위 분야의 특성화를 통

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5년간(2014~2018)의 

사업기간을 종료하였다[1]. 약 1조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고, 부산외대 또한 약 18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집행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성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외대가 수행

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반복 수행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을 통해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의 기본 방

향과 내용을 파악한다. 그리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부산외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목표와 추진 전략

과 함께 5개 사업단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한다. 또한 특성화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교육부가 시행한 사업단별 종합평가 결과

와 부산외대가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2017년에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이 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NASEL(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로 수행한 교수-학습 역량

진단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부산외대가 수행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대학이 얻은 긍정적인 면과 되새겨보아야 할 점

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부산외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직접 관리하면서 느낀 주관적인 견해를 더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2. 이론적 배경

2.1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2.1.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I: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은 대학이 자체 발전 계획에 따라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설정하고 

구조개혁 등 특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현장 선호도가 높은 산업 분야별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궁극

적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를 목적[2-5]으로 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6]. 첫째, 최근 OECD 대학입학률

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대응한 새로운 시각의 질적 수준 제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대

학경쟁력 화두가 ‘소수의 강한 대학 육성’에서 ‘다수의 강한 대학 육성’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학 특성화가 더욱 중요

해 질 전망이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로 ’18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4년 이후 입학정원의 30% 수준

이 미충원 될 것으로 추산된다. 넷째, 급감하는 입학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경우, 지방대학은 입학자원 감소로 인해 크게 위축

되거나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 산업인력 양성․공급, 지역 문화 형성 등 지역에서의 대학 역할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 위기는 지역의 피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고등교육에 대한 양적 투자보다 질적 개선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그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양적 지표 개선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으나, 교육과정 개편 및 대학 내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질개선 등은 다소 미흡하여 대학 전반의 교육 내

용과 과정에 대한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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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업의 기본 방향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대학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하여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체질개선과 특

성화 기반 조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다[6].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① 지방대학을 지역 창조경제 조성의 주인공으로 

육성 지원, ②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한 대학 체질개선 및 특성화 기반 구축, ③ 재정투입으로 인한 교육여건과 결과 외에 교육과정 

변화에 초점, ④ 지역의 연고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화 

창출, 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의 기틀 마련 등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① 대학 내 또는 대학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심화, ② 국가 차원의 대학 특성화 육성 전략 속에서 특성화 분야 및 추진계획은 대학이 스스로 정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학 자율

성을 존중, ③ 작지만 강하고 알찬 대학이 지역사회․경제와 함께 성장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지원, ④ 구조개혁과 연계한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체질개선을 위해 대학 주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추진을 유도하여 특성화 기반을 구축, ⑤ 지역산업․사

회에 대한 기여․연계 및 현장밀착형 공학 교육의 혁신을 유도, ⑥ 교육 내용의 다양성 유지 및 학문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 

등이 있다.

Fig. 1. A scheme of the CK-I

2.2.3 사업의 내용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3의 사업기간으로 진행된 사업이다[6]. 사업비는 년 간 1,931억 원으

로서 순수 사업비 1,910억 원과 사업관리비 2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다. 그

리고 사업 유형 및 사업단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 type and organization of project team

유형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내용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학문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지원

학문간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특성화 지원

지역사회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학이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지원

구성

사업단은 대 ‧ 중 ‧ 소형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하며, 대학 규모별 사업단 수 ‧ 

총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율 선택

대학 규모별로 2~4개 사업단을 지원 

대상별로 제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

대학별로 1개 사업단만 신청 가능하며, 

타 대학 간 네트워크(주관-협력 대학)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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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산외대의 특성화 사업

2.2.1 특성화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부산외대는 ‘창조경제의 글로벌 Initiative를 선도하는 국제화 거점 대학’이라는 특성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

여 글로컬 창의인재 육성, 글로컬 커리어 성과 극대화, 다문화 캠퍼스 구현 등 특성화 3대 목표를 설정했다[7]. 그리고 이를 구현하

기 위한 전략으로 특성화 3.0 기반 구축, 특성화 교육과정 혁신, 글로컬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수립하여 사업의 최종 목표인 취업

률 70%, 해외 취업률 15%, 교환학생 총비율 12%(파견학생 비율 8%, 유치학생 비율 4%)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Fig. 2. A CK-I scheme of the BUFS

2.2.2 사업단별 내용

1) 동남아창의인재 사업단

동남아창의인재 사업단은 어학과 문화 교육을 기반으로 통합적 시각을 구비한 진정한 의미의 동남아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 

방향에 부응하는 융합교육과정과 다양한 지원체제로 동남아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자율 유형의 

중형 사업단으로, 태국어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과, 베트남어과, 미얀마어과가 동남아창의융합학부로 참여하였다. 이 사

업단의 특성화 추진 배경은 동남아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과 동남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획기적인 증진, 동남아의 모순적 

양면성인 다양성과 통일성 공존, 우리 대학 동남아 관련 학과 및 연구소의 역량 기반, 동남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에 대

한 대응, 동남아 지역의 정치․경제 발전에 따른 진로의 다변화 반영 등이다. 이를 토대로 수립한 교육 비전은 ‘융합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아세안커뮤니티를 선도하는 창의인재의 양성’이다. 또한 동남아 교육관련 세계적 수준의 동남아시아학부로 성장, 국내 

대학 최초로 융합형 동남아 교육과정 설계, 동남아 관련 분야 취․창업 전국 1위 달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

한 지원체제 구축 등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의 총 사업비는 약 90억 원으로, 사업단 부문에 63억 원과 대학 부문

에 27억 원이 편성․집행 되었다[8].

2) J-BIT 스마트융합 사업단

J-BIT(Japanese Business IT) 스마트융합 사업단은 지리적 접근성과 지역 유망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본어와 지역 산업 

전문 교육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창조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자율 유형의 소형 사업단으로, 비즈니스일본어과와 커뮤니케이

션일본어과가 일본어창의융합학부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단의 특성화 추진 배경은 일본 내수기업의 한국진출 증가와 한국인의 

일본 IT업계 및 서비스업 취업 증가세, 그리고 규슈지역의 한국 IT산업 진출 교두보로 부각 등 한․일 간 경제적 요인, 부산-일본 간 

수출입 교역량 및 일본 관광객 증가의 부산지역 산업적 요인, 부산-후쿠오카 경제권이 동북아 6개 초광역 경제권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부산의 지정학적 요인 등이다. 이를 토대로 수립한 교육 비전은 ‘J-BIT 스마트융합 인재양성’이다. 또한 동북아 최고의 

창조적 일본 비즈니스 실무전문가 양성기반 구축을 목표로 일본어와 비즈니스 IT융복합 교육, 해외현지 밀착형 인재 육성, 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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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네트워크 활용 해외취업 기지화, 지역수요 부합형 인재양성 등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의 총 사업비는 약 40억 

원으로, 사업단 부문에 28억 원과 대학 부문에 12억 원이 편성․집행 되었다[8].

3) 다문화창의인재양성 사업단

다문화창의인재양성 사업단은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한국어문 전공 교육을 통하여 한국인의 다문화사회 이해력을 증진하

고, 이주민과 외국인의 한국문화 이해력을 강화하며, 다문화사회 통합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다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지원 유형의 인문사회 분야 사업단으로, 한국어문학부가 한국어문화학부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단의 특성화 추진 배경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다문화 현상에 따른 다문화 인식 제고가 필요, 이주민 대상 한국문화 적응능력 강화 교육이 필요, 정부의 다문화사

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시행 등이다. 이를 토대로 수립한 교육 비전은 ‘공동체 가치 공유를 통한 다문화사회 통합 구현’이다. 

또한 다문화 수용력 향상, 창의적 융복합 문화 창출, 글로컬 소통능력과 실무 전문성 겸비 등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의 총 사업비는 약 13억 원으로, 사업단 부문에 9억 원과 대학 부문에 4억 원이 편성․집행 되었다[8].

4) 파이데이아 아카데미아-글로벌 창의․통합 인문교육 사업단

파이데이아 아카데미아-글로벌 창의․통합 인문교육 사업단은 개인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는 윤리적 인재, 인문적 감수성과 상

상력을 겸비한 지성적 인재, 다면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지원 유형의 인문 분야 사업단으

로, 글로벌자율전공학부가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단의 특성화 추진 배경은 기존 인문학 패러다임의 전

환 요구, 정부 및 기업의 인문학적 가치 재발견,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인문학 교육의 혁신 필요, 대학 인문학 교육시스템의 새로

운 모델 개발 필요 등이다. 이를 토대로 수립한 교육 비전은 ‘창조경제의 근간을 다지는 확장형 통합 인문학 교육’이다. 또한 성숙

한 인성과 인문적 상상력을 지닌 다면적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통합 인문학, 확장형 인문학, 실용형 인문학 교육 등을 추진 목표

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의 총 사업비는 약 13억 원으로, 사업단 부문에 9억 원과 대학 부문에 4억 원이 편성․집행 되었다[8].

5) ε-BRIdge Korea 사업단

ε-BRIdge Korea 사업단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만나서 

교류하면서 글로벌 취․창업 역량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지원 유형의 국제학 분야 사업단으로, 경영학과, 스페인어과, 

국제무역학과, 러시아어과, 포르투칼어과, 인도어과가 국제무역유통학부, 경영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러시아언어통상전

공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단의 특성화 추진 배경은 정의로운 사회와 선진 사회 구현을 위한 리더 양성 필요, 청년 해외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정책 지원, 특성화사업 대상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해외진출 동남권 대표기업의 인력 수요,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산학협력 필요성에 따른 교육 변화의 중요성 증대 등이다. 이를 토대로 수립한 교육 비전은 ‘글로벌 취업 역량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이다. 또한 글로벌 인프라 구축, 탄뎀 기반 글로벌 교육과정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의 추진 전략으로 글로

벌 교육 플랫폼 구현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의 총 사업비는 약 23억 원으로, 사업단 부문에 16억 원과 대학 부문

에 7억 원이 편성․집행 되었다[8].

3.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성과 분석

3.1 종합평가 결과 분석

5년간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교육부 주관 종합평가가 2018년 10월 중에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평가대상은 108개교, 321개 사업단이며, 평가내용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이었다[9]. 평가대상과 내용에 따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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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표구조와 사업유형별로 평가내용과 배점을 달리 구성한 평가지표로 하여 대학 평가 30%와 특성화 사업단 평가 70%로 구분

하였다. 평가방법은 대학과 사업단을 구분하고, 패널별로 종합평가보고서의 1-5차년도 전체 사업실적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및 순위를 산출한 다음 사업단 패널별 순위를 부여하는데 지표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

술평균값으로 한다. 그리고 패널별 순위에 따라 3등급(A,B,C=2:5:3)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동남아창의인재 사업단이 B등급, J-BIT 스마트융합 사업단이 A등급, 다문화창의인재양성 사업단이 B등급, 파이데

이아 아카데미아-글로벌 창의․통합 인문교육 사업단이 A등급, 그리고 ε-BRIdge Korea 사업단이 C등급을 받았고, 대학부문은 

권역 내 16개 대학 중 1위로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3.2 자체평가 결과 분석

부산외대의 CK-I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기 위해 서울행정학회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사업단별 보고서 중심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은 물론 관계자들 대상의 설문과 면접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는 교수, 학생, 직원 등 340명이 응답하였다[10].

총괄적인 정성평가 결과는 동남아창의인재 사업단이 A0, J-BIT 스마트융합 사업단이 A+, 다문화창의인재양성 사업단이 B+, 

파이데이아 아카데미아-글로벌 창의․통합 인문교육 사업단이 A+, 그리고 ε-BRIdge Korea 사업단이 B+를 받았는데, 이 결과는 

종합평가 결과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특성화사업의 만족도 조사는 문항별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특성화사업의 필요성과 특성화사업이 대학의 발전에 대한 공헌에 대한 응답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ε-BRIdge 

Korea 사업단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2. Results of CK-I‘s satisfaction survey

사업단명 필요성 진행수준 결과 만족도 학생 참여도 교수 참여도 목표 달성도 대학발전 중장기 발전 연계성 시너지 효과

동남아 4.13 3.91 3.79 3.76 3.86 3.81 4.09 3.94 3.90 3.84

J-BIT 4.09 3.90 3.80 3.71 3.90 3.81 4.07 3.93 3.89 3.85

다문화 4.20 3.90 3.86 3.77 3.91 3.87 4.09 3.99 3.93 3.88

파이데이아 4.01 3.91 3.81 3.71 3.92 3.83 4.05 3.93 3.86 3.84

ε-Bridge 3.96 3.77 3.74 3.55 3.77 3.71 3.93 3.81 3.80 3.74

3.3 교육성과측정 결과 분석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성과관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수-학습과정 역량진단 기준(NASEL)을 활용하고 있다[11]. 교수-학습 

역량진단 기준은 능동적․협력적 학습활동, 교수-학생 상호작용, 전공수업 교수-학습 만족도, 학생지원의 질, 교수-학습 성과, 학교

의 강조점, 대학 몰입, 글로벌 학습 경험 등 8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2017년도 성과관리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 수는 40,251명이

며 이 중 59%가 특성화 사업에 소속되어 있었고, 부산외대는 전체 참여 학생 342명 중 87%가 특성화 사업에 소속되어 있었다[12].

Fig. 3은 교수-학습 역량진단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로 각 항목의 단순평균 점수를 통해 전체 학교 및 부산외대의 전

체 학생, 특성화 사업 소속 및 미소속 학생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부산외대 특성화 사업에 소속된 학생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일반 그룹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부산외대의 경우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글로벌 

학습 경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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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imple comparison of teaching-learning capability diagnosis

Fig. 4는 부산외대의 특성화를 교내의 전체 및 일반 학생들과 비교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도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글로벌 

학습 경험 항목은 물론 대학 몰입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특성화 사업이 전공수업과 교수-학습 성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 4. Relative comparison between groups in the BU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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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4.1 대학에 기여한 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이 대학에 기여한 점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5년간 180여억 

원의 예산이 대학 운영에 투입되었다[8]. 이 중 약 126억 원은 참여 사업단을 통해 참여 학과 운영에 집행되었고, 약 54억 원은 대학 

본부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집행되었다. 이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대학 재정에 화수분과 같은 역

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현지에 학생을 파견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하거

나 현지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방법이 도움이 되는 줄 알면서도 대학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

행하기가 곤란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해외의 여러 대학이나 기업 또는 지자체 등과 협정을 통해 다양한 교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네트워크가 다양해지고 국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융합교육과정의 개설 및 시

도이다. 최근의 교육환경이 융합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섣불리 시도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시도했다는 경험은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4.2 사업의 개선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하

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사업의 일이 곧 학과의 일이어야 반드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으로 간주하여 물러서는 

경우가 허다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 학과 이외에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소홀하게 된다. 5개 사업단 

중 유일하게 여러 학과로 구성된 ε-BRIdge Korea 사업단이 타 사업단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 명확해진다. 둘

째, 목표 지표를 시스템적인 설정 유무로 해야 한다.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제도

적으로 구체화하여 그에 따라 연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일시

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

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될 경우 예산 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면 사라질 수밖

에 없으니 예산낭비의 결과가 초래된다. NASEL의 성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수-학습 상호작용, 글로벌 학습경험, 대학 몰입은 

해외파견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으로 높은 점수로 나타나지만 자체 교비를 추가 투입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와 비참여 학과 간의 교육비 지원의 불균형 현상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뚜렷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학습 성과와 전공수업 교수-학습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도적인 사용자 중

심의 학습 시스템으로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5. 결 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입학자원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지방대학은 규모가 대폭 축소됨은 물론 지역의 피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구조 개편은 물론 교육과정 개편 및 대학 내 자원의 선

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5년간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

되어 종료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중 부산외대의 특성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을 도출함으로써 중요 대학 재

정지원사업 수행 시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부산외대의 특성화 사업단

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와 부산외대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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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의 NASEL에 의한 교수-학습 역량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성과분석에 

의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재정적인 기여, 외국어 교육에서의 현지 환경 활용,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융합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등에 있어 대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 프

로젝트를 공동 수행의 경우 추진력 약화, 교육과정이나 교과 운영의 경우 일시적인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한 개선, 교수-학습 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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