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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주제 :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Ⅱ)

2019년 12월 7일 (토) 11:00-19:30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강석규교육관

주관 : 호서대학교 / 후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축사

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 2019년 추계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께 좋은 연구물들을 발표하는 가장 큰 장이라는
점에서 이 행사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보고,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내외의 주요 사례, 다양한 교과에 대한 발전 방안,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는 교양교육의 방향성 등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폭넓고 다양한 성격의
연구들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교양교육 연구의 향연이라고 할만합니다.
모든 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가장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교양
교육단위는 점차 그 중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이라는 점에서 본 행사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를 기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신 유홍준회장님 및 학회의 여러 교수님들께 무한한 감사 말씀 드리며, 다시 한 번 학술대회
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19년 12월 7일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장 황 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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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계전국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II)
•일시: 2019년 12월 7일 (토) 11:00-19:30
•장소: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강석규교육관
•주최: 한국교양교육학회/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호서대학교
•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시간
및 발표
순서

세션(강의실) 및 소주제

10:00
10:30

11:00
~
1

등 록 (강석규교육관 1층 로비)
세션 1
교육관 401

세션 2
교육관 402

세션 3
교육관 213

세션 5
교육관 327

세션 6
교육관 412

세계의 교양교육최근동향

포스트휴먼시대의 교양교육

예체능맥락의 교양교육

의사소통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

고전교육과 교양교육

손승남(순천대)

원준식(대전대)

장수철(연세대)

윤승준(단국대)

김기호(영남대)

중국 통식교육 (通識敎育)의 모
델, 서원교육

포스트휴먼 시대, 프로페셔널리
즘의 위기와 교양교육의 방향

발표: 이영란(조선대)
토론: 최은진(국민대)

발표: 정연재(인하대)
토론: 주소영(순천향대)

대학 교양 체육의 역할과 미래

발표: 김윤명(연세대)
토론: 윤정식(연세대)

(1) K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현황과 방향제언
발표: 양윤정(건국대)
토론: 김재경(배재대)

(1) 교
 양교육으로서의 고전
수사학 강의

(2) 공통교양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글쓰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발표: 손윤락(동국대)
토론: 임선애(대구가톨릭대)

발표: 장미정외(고려대)
토론: 유광수(연세대)

2
(3)

아시아 주요대학 교양교육 비교
연구 - 동경대학교, 홍콩대학교,
싱가포르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윤유진(강원대)
토론:황순희(홍익대)
12:20
~
13:30

포스트휴먼과 미래형 기초교양
교육의 이념과 설계에 관한
연구

발표:윤혜경,김용하(동의대)
토론:홍성기(아주대)

고려대학교 음악관련 교양과목
들의 운영현황 및 우수강의 사례
를 통해 본 예술교육의 지향점

발표: 류경선(고려대)
토론: 이혜진(충남대)

(3) 대
 학 글쓰기 교육의 뉴노멀화
모색 - 전국 수준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 및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구자황(숙명여대)
토론:김정숙(충남대)

오 찬 (생활관 식당)
*오찬정식(학회제공)
개 회 사 : 유홍준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장
환 영 사 : 이철성 호서대학교 총장

13:30
~
14:30
(513호)

축

사 :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위원

축

사 : 황장선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장

축

사 : 윤우섭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

기조강연 :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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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영문학과 교양교육
발표: 임현양(서울대)
토론: 조영미(한국산업기술대)
(3) 교양 과목의 고전 활용 방안
발표: 신영헌(한성대),
발표: 손승희(안양대)
토론: 윤희숙(한국산업기술대)

*세션은 시작, 종료 시간만 전체적으로 일치하며 세션별 발표/토론시간은 유동적

세션 7
교육관 414

세션 8
교육관 319

세션 9
교육관 109

세션 10
교육관 313

세션 12
교육관 321

세션 14
교육관 320

교양교육의 외연 확장

AI시대 대학의 과학수학
정보교육

교양교육 기관 공동 세션

교기원 세션

주관교 세션

자유주제 세션

백승수(가천대)

이상구(성균관대)

유홍준(성균관대)

신미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박창훈(호서대)

김동민(성균관대)

대학이전-대학 내의
앙트러프레너십 관련
교육의 현주소

기초교양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연구

발표: 박미려(숙명여대),
발표: 김경아(숙명여대)
토론: 조혜경(대구대)

발표: 박일우(계명대),
발표: 정세영(계명대),
발표: 이휘진(계명대)
토론: 황영미(숙명여대)

호서대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 대학혁신지원
사업 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

(1) 융
 복합의 본질과
융복합 교육의 방향
발표: 홍성기(아주대)

한국교양교육학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등
교양교육기관 공동세션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 :
역량교육의 외연적 확장을
넘어서 사회통합성의 내용
적 강화로

프로그램밍을 접목한
미적분학

발표: 도승연(광운대)
토론: 김인영(위덕대)

발표: 표재홍(강원대)
토론: 이상구(성균관대)

발표: 김혜경(호서대)
토론: 지현배(동국대)

(2) 교양교육 질 관리 체계
사례 발표 및 방향성
탐색
발표:정문숙
(한국기술교육대)

대학 교양교육 통합과학
교재개발 연구

발표: 정진수(충북대)
토론: 박희문(충남대)

창업가 정신 발굴을 위한
Ideation 과정에 대한 탐색
적 연구

(3) 마
 이크로러닝 연구의
이슈와 최신동향
발표: 노들
(한국기술교육대)

발표: 박기호(호서대)
토론: 전양선(호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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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발
표순서

세션(강의실) 및 소주제
세션 1
교육관 401

세션 2
교육관 402

세션 3
교육관 213

세션 4
교육관 208

세션 5
교육관 327

세계의 교양교육최근동향

포스트휴먼시대의 교양교육

예체능맥락의 교양교육

SW교육

의사소통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

손승남(순천대)

황설중(대전대)

장수철(연세대)

나정은(연세대)

신희선(숙명여대)

3
(4)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

교양교육과 포스트휴먼
인문과학

교양음악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발표: 박병철(부산외대)
토론: 김현정(순천대)

발표: 김응준(대전대)
토론: 채석용(대전대)

발표: 소정화(배재대)
토론: 정우진(대구가톨릭대)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 - 미국
사례와 국내 현황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 기초
교육으로서 양적 추론
(Quantit- ative Reasoning)
분석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음악
의 세계시민 교양교육

4
(5)

발표: 최남진(초당대)
토론: 황관석(국토연구원)

발표: 김혜영(한국체대)
토론: 최병문(대전대)

발표: 손민정(한국교원대)
토론: 원준식(대전대)

(1) 학
 생 중심의 다양성을 추구
하는 SW기초교육 -경희대학
교 SW중심대학 “전교생 SW
기초교육” 사례 중심발표: 김성훈(경희대),
발표: 조진성(경희대)
(2) 플립러닝 기반의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코딩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발표: 서응교(단국대),
발표: 신윤희(단국대)
(3) 융
 합인재 양성을 위한
SW기초교육
발표: 오경선(건국대),
발표: 김현정(건국대)

대중 앞 토론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적인 논리 대화
하브루타 활용 사례

발표: 황혜영(서원대)
토론: 김유미(단국대)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플립러닝을 활용한 스피치 교육

발표: 신윤주(동의대)
토론: 하병학(가톨릭대)대)

Coffee break

5
(6)

6
(7)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
교양교육 사례 연구

포스트휴먼의 상상력과
공감교육으로서의 음악

「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
운영 사례 연구

발표: 이진아(와이카토대),
발표: 이현주(조선대)
토론: 반덕진(우석대)

발표: 신혜승(연세대)
토론: 김은영(중앙대)

발표: 조수정(대구가톨릭대)
토론: 이현민(경희대)

종합토론

(4) 비
 전공 대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육과정의 운영 사례
발표: 이민정(중앙대)

포스트휴먼 시대교양인문학을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사례 발표

(5)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사고 교
과목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실습 콘텐츠 개발 사례
발표: 최
 강임, 한진섭, 신영주,
이혁준(광운대)

종합토론

(6) 교
 양교육으로서의 정보기술
교육 교과과정 설계

발표: 곽은희(한남대)
토론: 조혜경(대구대)

기초 화학 수업에서 정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토론 수업
활용 사례

발표: 나정은(연세대)

17:40
발표: 조혜진(한세대)
토론: 곽상인(서울시립대)

발표: 황은경(아주대)
토론: 정진수(충북대)

17:40
~
17:50

휴 식

17:50
~
18:30

총 회 (513호)

18:40
~
19:30

만 찬(교수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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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은 시작, 종료 시간만 전체적으로 일치하며 세션별 발표/토론시간은 유동적
세션 13
교육관 412

세션 7
교육관 414

세션 8
교육관 319

세션 9
교육관 109

세션 11
교육관 313

세션 12
교육관 321

세션 14
교육관 320

FD(교수개발)

교양교육의 외연 확장

AI시대 대학의 과학수학
정보교육

교양교육기관
공동 세션

전문대학 교양교육

주관교 세션

자유주제 세션

김지연(인제대)

백승수(가천대)

이상구(성균관대)

유홍준(성균관대)

박정하(성균관대)

박창훈(호서대)

김동민(성균관대)

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의대에서의 의과학발달사
의 교양교육

발표:김나영(한국산업기술대)
발표:임유진(서울과학기술대)
토론: 조명근(호서대)

발표:이봉문(가톨릭관동대)
토론: 최경호(DGIST)

진로탐색의 첫 시작:
Freshman seminar
수업의 새 교육과정 및
운영 사례

발표: 김선영(경남대)
토론: 원지현(위덕대)

(1) 보
 다 효과적이
고 교육적인 학사
지도(Academic
Advising)를 위하여
발표: 김은영(연세대),
발표: 도경선(연세대)
(2)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경험과 대학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발표: 김은주(을지대)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인식 연구

‘사회봉사의 이해’
교과목 운영 사례:
이론과 실천의 연계

정량적인 인성교육 평가
방안 연구

발표: 김수연(인천재능대)
토론: 황지원(부천대))

발표: 김성욱(호서대)
토론:김낙복(나사렛대)

발표: 이경미(계명대)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
개발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
과정 개발 연구 -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역량 기반 교양영
어 모델 운영

전문대학생 역량 진단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Y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김수환(총신대)
토론: 유정수(전주교대)

발표:이수현(동아방송예술대)
토론: 박효식(전주비전대)

발표: 배경진(호서대)
토론: 이희구(중원대)

발표:길효정(용인송담대)
발표:박복남(용인송담대)
발표:안종일(용인송담대)

종합토론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
션> 수업 운영 방안

영어 교과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단기
집중 영어 비교과프로
그램의 효과

발표: 윤재연(호서대)
토론: 정수현(건국대)

발표: 성명희(을지대)

한국교양교육학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등
교양교육기관 공동세션

종합토론
(3) 창
 의적 문제 해결과 비
평적 사고: 교과목 재
설계 및 평가 도구
발표: 민춘기(전남대)
(4) 교
 양기초교육에
서 교수개발(Faulty
Development)의 쟁점
- 외부로부터의 도전
vs. 내부로부터의 성찰
발표: 박일우(계명대)
종합토론

한국교양교육학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등
교양교육기관 공동세션

호서대 대학혁신지원
사업 교양성과 공유
및 교양교육 발전방향
탐색

종합토론

지정토론:
최예정(호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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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시는 길

2019 추계전국학술대회 개최장소(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강석규교육관), 오찬(생활관 식당) 및 만찬장소(교수식당)

2. 연락처
한국교양교육학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학회메일 kagedu@hotmail.com
• 조혜경 교수(대구대) - 총무이사
- 010-4657-0427
- apriori30@daegu.ac.kr
• 강보승 교수(성균관대) - 총무이사
- 010-5437-4310
- yeskbs@skku.edu

• 신미나 국장(한국교양기초교육원)
- 02-6919-3951
- shinmn@kcue.or.kr
• 안규진 연구원(한국교양기초교육원)
- 02-6919-3952
- ankj1124@kcue.or.kr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 고혜원 교수(중앙대) - 총무이사
-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 02-820-6768
- orinn@cau.ac.kr
• 오용 과장(중앙대)
- 02-820-6030
- dhfyd0603@cau.ac.kr

※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장소 및 교통문의 : 구서정주임 041-540-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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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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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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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1 중국 통식교육(通識敎育)의 모델, 서원교육

중국 통식교육(通識敎育)의 모델, 서원교육

이영란(조선대)

1. 서론
19세기 말 직업주의, 실용주의에 반대하는 자유문화주의가 일어났고, 이러한 문화와 교양을 회복하려는 물
결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나 교양교육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20세기 초 대학이 지나치게 세분되고 심화된
전문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전문교육과 대비되는 교육과정 형태 즉 교육받은 사람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능
력을 갖춘 교양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미국 대학에서 하급학년에는 교양교육을 상급학년에는 전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체제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최미리, 2000:30-31)
일반적으로 교양교육의 영어식 표현으로 Liberal Education(자유교육)과 General Education(일반교육)을 혼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은 문자 글대로 자유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
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것은 특정 목적에 수단으로써 봉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자체를 본래적 가치를 갖는 품성을 도야하고 자기 목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는 교육이다.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은 기능훈련이나 직업교육과는 다른 일반 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교
양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양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을 지칭한다.(장연연, 2019:15) 현재 각 나라마다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 말하는 교양교육은 자유교육과 일반교육의 두 측면을 포함하는 표현이라
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교양교육은 “통식교육(通識敎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같은 의미로 소질교육(素質敎育: quality
oriented education),
2015)

“보통교육(普通敎育)”, “일반교육(一般敎育)”, “통재교육(通才敎育)”을 사용하기도 한다.(이영란,

1980년대 중반, 중국어로 된 “通识教育”이라는 용어는 general education, liberal education의 개념을

대만 학자가 번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통식이라는 의미는 중국 전통 문화에 의한 모든 것을 관통한다는
의미의 “통”과 넓은 식견의 “식”의 의미를 내포하여 번역되었을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 대학에서 통식교육(通識敎育)은 언제부터 시행하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가 있다.(임상범, 2016; 최은진, 2017; 이영란, 2015) 또 학위논문으로는 중국 대학

중국 통식교육(通識敎育)의 모델, 서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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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양교육의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송리상, 2012; 장연연, 2019) 다만 중국 통식교육이 그리는 교육의 궁
극적 내용과 목표의 근원과 그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950년대 중국은 사회주의 완성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
국중점대학을 시행하였다. 개혁개방이후에는 국내변화와 사회 발전에 따라 전공교육의 기초과목의 강화, 전공
세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공 조정 등으로 학문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개혁이 정부
주도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90년대 점차 발전하
는 사회, 경제에 따른 기초 소양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었고 그러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으로 문화소양교
육(文化素質敎育)이 시행되었다. 본격적으로 1993년 당 중앙과 국무원이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 요강(中國敎育改
革與發展綱要)〉를

반포하여 중국 대학교육의 개혁과 함께 문화소양교육을 시도하였다. 덕육, 지육, 체육이 조화

롭게 발달된 인재를 배양해야 한다는 교육방침을 세웠다.
국무원에서 2003년까지 전국 95개의 대학이 ‘211공정’ 대상대학을 선정하여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 계획을
세웠다. 부족한 재정자원으로 어떻게 세계 수준의 일류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소수 대
학의 집중 투자와 육성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 현실적 대안으로 1998년 12월 14일 교육부
에서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진흥 행동계획(面向21世紀敎育振興行動計劃)》을 제정하였다. “세계 선진 수준을 구비
한 일류대학과 일군의 일류학과(즉, 학문 분야)를 창건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1999년 9월 ‘985공정’을 정식으
로 가동하였다. 그 첫 지원 대상대학은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난징대학, 푸단대학, 상하이교통대학, 시안교통
대학, 중국과기대학, 하얼빈공업대학, 저장대학 등 10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대학개혁은 전면적으로 문
화소질교육 개혁을 추진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 교육체제를 세우는 것이다.(이영란, 2015:146-150) 1999년 2월
교육부가 “교육개혁 심화 : 전반적인 소질교육의 추진”이라는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문화소질교육이 보편적인
대학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대학은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문화소양교육’이라는 명칭에서 “통식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2000년 대학문화소질교육지도위원회(大學文化素質敎育指導委員會)를 설립하여 교양교육
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통식교육(通識敎育)은 과학적인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학생에게 광범위하고 공
통적인 문화교육을 받도록 하며 학생의 종합적인 지식의 폭을 넓히고 통찰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통
식교육은 인류사회의 다중 영역지식의 전수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감성의 배양, 지식의 접근법도 강
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다양한 사유방법을 익히고 여러 학과와 문화의 연관을 통찰하며 전반적인 상
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라고 하여 통식교육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중국대학에 교양교육으로써 통
식교육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시진핑이 총서기직에 취임한 직후 2012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추대되면서 미국
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 중국식 강대국 외교, 경제 패권국으로서의 역할 등 중국이 추구할 이상향으로서의
‘중국몽’을 강조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 영
어: One Belt and One Road, 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추진하였다. 이는 중국과 중국 이외의 유라시아 국

가들을 연결하고 협동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계획을 배경으로 하여 각 대학은 이에 걸맞는 인
재 양성이 중요 지향점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통식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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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적인 인문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학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2015년 11월에는 베이징대학, 칭화대
학, 푸단대학, 중산대학이 대학통식교육연맹(大学通识教育联盟)을 공동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2016년 6월 절강
대학, 남경대학, 무한대학, 하문대학, 중경대학, 홍콩중문대학 등 6개 학교가 《대학통식교육연맹장정(大学通识
教育联盟章程)》

공동서명을 하고 연맹에 가입하였다. 2017년에는 34개의 대학이 연맹에 가입하여 중국대학 통

식교육개혁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대학에서는 교양과목 변화를 실시함으로써 중국 사회의 내재적 발전과 시대적 부응에 따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대학의 교양교육 즉 통식교육의 모델은 무엇
이며 또 어떠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통식교육의 모델 즉 서원교육과 유사
성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구상한 통식교육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서원의 교육을 모델로 한 통식교육
2.1. 다양한 교과 과정의 창의융합학술 지향
중국 전통 서원의 교과과정이라 하면 보통 유교경전을 학습하는 교육기관을 치부하곤 한다. 그러나 중국 서
원은 강학, 독서하는 장소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유교경전을 익히는 데 힘쓴다. 정단례(程端禮)의 〈독서분년일
정(讀書分年日程)〉에 의하면 8세 이전의 《성리자훈(性理字訓)》을 읽기 시작하여 8세-15세까지 《소학》, 《사서》등
여러 경전의 정문(正文)을 익히도록 하였다. 15세에서 21세~22세는 “배움은 도로써 뜻을 삼고 사람됨은 성인
으로써 뜻을 삼는다.(學以道爲志, 爲人以聖仁爲志)”(『근사록(近思錄)』 제2권 위학편(爲學篇))는 입지를 세우는 시기로
《치경(治經)》 즉 본격적인 경전 연구를 하였다. 이 단계를 지나면 역사와 전장제도를 배우는데, 《통감(通鑑)》,
《한문(韓文)》, 《초사(楚辭)》, 《통전(通典)》, 《속통전(續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등 여러 경전의 주소(奏疏)와 다양
한 역사서를 읽는 것을 필수로 하였다.(정순목, 1990:141; 문석윤, 2015:143-144) 결국 현대식의 단계적 교육과 마
찬가지로 중국 전통 교육에서도 기본적인 경전교육을 단계적으로 학습한 후 다양한 역사서를 섭렵하도록 교
과과정을 편성하였던 것이다.
21~22세가 되면 학문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인 과거시험에 응시하였다. 물론 과
거시험을 통한 테스트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서원의 다양한 학문 추구 정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일부 몇몇 학자들은 과거시험 준비에 퇴색되어 가는 서원의 본래 기능인 다양한
학술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한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학자로 완원(阮元;1764~1849)이 있다. 그는 1797년 항주(杭州)에 고경정사(詁經
精舍),

1875년 광동(廣東)에 학해당(學海堂)을 설립하여 서원의 본래 기능인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서 완원의 학해당(學海堂)을 모범으로 하여 무술개혁의 대표적 인물인 캉유웨이(康有爲;1858∼1927)는 광아
서원과 만목초당을 설립하였다. 광아서원은 분과를 경학, 사학, 이학, 문학 네 분야로 과정을 만들었다.(정순목,
1990:145)

또 자신의 고향인 광동(廣東) 광주부(廣州府) 남해현(南海縣)에 사숙(私塾;개인이 설립한 학교) 만목초당

(萬木草堂)을 열었다. 만목초당에서는 중국의 전통 학술원류, 역사, 정치뿐만 아니라 서양국가의 역사, 정치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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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음악 등 다양한 강좌를 만들어 강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캉유웨이의 제자 량치차오(梁啓超)가 1898년 장사(長沙) 시무학당(時務學堂)과 같은 신식서원 즉 근대학
당에서도 다양한 교과과정을 체계화하였다. 시무학당은 중학과 서학 교과과정을 보통학과 전문학으로 구분하
여 단계별 교과 편성을 하였다. 시무학당의 1년 과정을 살펴보면, 보통학을 6개월 배운 후에 전문학과 보통학
을 함께 익히도록 하였다. 1월~6월까지는 보통학(經史)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7월~12월까지는 보통학과 함께
전문학(專門學), 공법학(公法學), 장고학(掌故學), 격산학(格算學)을 함께 익히도록 하였다. 시무학당은 중국 근대학
당이지만 유교경전을 익히도록 하여 덕육을 강조하였고, 자유로운 강학 역시 실현하여 본래 서원의 특성을 유
지 계승하고자 하였다. 서로 질문 토의, 비평 회답하여 상하가 논의하는 학습방법을 제시하여 서원의 교학방식
인 스승과 제자 간의 질문 토론하는 학습방법을 답습했던 것이다.(이영란, 2009:234,236)
서원은 사설교육기관이므로 학술 강학의 자유로움이 보장되었던 교육기관이다. 다양한 학자들은 자신의 학
문의 독자성을 가지고 강학을 함으로써 많은 인재들의 그들의 학술을 듣고자 서원으로 몰려들었다. 이처럼 서
원은 다양한 학술을 강연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통식교육은 어떠한 교과과정으로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통한 창의융합적 학술을 지향하
고자 하였을까?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양분야를 접할 수 있는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그 과목을 최소한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9월 베이징대학은 학점제를 기초로 1학년 때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엔
페이 프로젝트(元培計劃)'(차이위안페이(蔡元培);1868∼1940)을 기획하였다. 엔페이 프로젝트(元培計劃)는 21세기 중
국의 종합성 연구 중심 대학의 학부생 인재양성의 신모델로서 21세기의 발전에 부합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구
비하는 높은 자질의 창의력을 구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기초교양과정을 강화하고, 전공
을 약화시키며, 개성에 맞는 교수를 제창하고, 유형을 나누어 육성하는 학부의 교육개혁 계획이다. 엔페이 프
로젝트에 따라 2003년부터 다수 신입생은 입학할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단과대에 입학한 후, 본 학과에서 공
통기초 교양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년, 2년 또는 3년간의 학습을 거친 후, 분류를 하는 데 학생들은 자신
이 관심을 갖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베이징대학은 입덕수인(立德樹人:덕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다)을 근본으로 하고 학생 중심의 ‘기초교양교육
과정 강화 및 학제 교차 촉진’이라는 교육이념을 고수하고 있다. 사상정치이론과정과 핵심교양교육과정의 시스
템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였다. 2015년 베이징대학 교무부는 “통식교육핵심과정(通識教育核心課程)”을 제출하였
다. 그 주요 내용은 고전을 읽고 비판적 사고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독서 후 글쓰기
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2016년부터 개정된 학부 강의계획은 기초공통교양교육과정(公
共與基礎課程),

핵심교양교육과정(854과목 개설), 전공선택과정(限選課程), 통식과자주선수과정(通識與自主選修課程)

의 4개 분야로 각각 졸업 학점의 약 30%, 20%, 30%, 20%를 차지한다. 베이징대학의 기초공통교양교육과정
(公共與基礎課程)은 공통필수교양교육과 학과기초(혹은 선수)교양교육과정으로 사상정치과정, 대학영어과정, 컴퓨

터(計算機類公共課程), 군사이론과정, 체육과건강과정이다.(北京大學 本科生選課手冊, 2019) 베이징대학은 기초공통
교양교육과정에서 사상정치과 더불어 학생들의 독립적 사고, 읽기, 쓰기, 표현 능력을 위한 기초교육을 시행하
고 있다. 또한 통식과자주선수과정(通識與自主選修課程)에서 전공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수강할 수 있
도록 국제화 능력을 위한 교과 과정도 편성하여 글로벌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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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부터 통식교육을 시작한 푸단대학은 전통 인문학 교육을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커리큘럼
을 강조하였다. 80년대 쉐시더(謝希德) 총장은 세계흐름에 맞는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통재교육(通才教育)”을 시
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학생들이 인문, 예술과 과학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90년대에
푸단대학은 기초를 다져서 창의적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13개의 학과를 크게 분류하였다. 이후 90년대 말 계
속적인 교육 교학과정을 전동하여 통식교육 교육과정의 체계를 세워, 학생들의 과정 선택의 자주권과 교재와
과정을 확대하였다. 2002년에는 통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여러 계획이 발표되었다. 결국 2004년 푸단대학은
전면적인 문리기초교육의 실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2005년 먼저 문리학원을 조직하여 전공에 무관하게 신
입생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결정하였다. 2005년~2012년까지 푸단대학은 통식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을 구축하였다. 2005년 11월 4일 통식교육연구중심을 설립하여 외국 통식교육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중국 실제교육 상황과 결합하여 과학적, 합리적 교육사상을 연구하고 통식교육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2006년
푸단대학의 통식교육은 분야별 학과 분류를 넘어서 인류학문과 지식의 공동 기초를 확립하였다.(上海 復旦大學通
識敎育中心)

푸단대학은 6분야의 통식교육핵심과정(通識教育核心課程)을 체계화하였다. 그 과정은 문사경전과 문

화계승(文史經典與文化傳承), 철학지혜와 비판성사유(哲學智慧與批判性思維), 문명대화와 세계시야(文明對話與世界視
野),

과기진보와 과학정신(科技進步與科學情神), 생태환경과 생명배려(生態環境與生命關懷), 예술창조와 심미체험(藝

術創造與審美體驗)이다. 2006년 9월 푸단대학은 50개의 통식교육 핵심과정을 처음 시작하여 2007년 《푸단통식

교육(復旦通識教育)》도 창간하였다. 2015년 통식교육 개혁 10년을 맞이해서 ‘통식교육’ 핵심과정의 수가 180과목
으로 늘어났으며 통식교육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푸단대학은 교양교육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 정신을 통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숙박서원제와 멘토제를 도입하여 질적 차원의 인재육성을 하고 있다. 푸단대
학은 교양교육을 통해 가치분석, 탐구적 능력, 합리적이고 다각적 사고, 정확판단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핵
심역량으로 두고 있다. 푸단대학 기초교양교육과정 역시 사상정치이론, 대학영어, 컴퓨터, 체육, 군사이론이다.
칭화대학(淸華大學)의 왕다중(王大中) 총장도 2003년 3월 29일에 거행된 ‘일류대학 건설의 이론과 실천 학술
토론회’에서 칭화대학의 세계 일류대학 건설 시간표를 공개한 바 있다(中國敎育報, 2003년 3월 30일 보도). 왕다중
총장은 소위 “3차의 9개년 계획기간 동안 3보로 나누어 세계 일류대학의 행렬에 진입한다(三個九年, 分三步走)”
고 하는 발전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4∼2002년까지의 지난 9년이 제1보에 해당하는 단계로, 종
합성(綜合性) 연구형(硏究型) 대학으로 발전해온 과도기적 시기였다면, 2003∼2011년까지의 9년은 제2보에 해당
하는 단계로서 비약적 발전을 통하여 세계 일류대학의 대열로 뚫고 들어가는 역투의 시기가 될 것이며, 2012
부터 2020년까지의 9년은 제3보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총체적으로 세계 일류대학 건설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
력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박종배, 2007:68-69)
칭화대학도 총 120∼180여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7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10∼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교양은 5∼1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핵심통식(核心通識)과 고급/다양한 일반교양(進階/多元通識選修)을 합
쳐서 최소한 2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이영란, 2015:158) 칭화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양과 전공의 융합적 교육체
계를 구축하였는데. 의사소통, 가치관 및 인성, 학문, 창의력, 글로벌, 리더십, 실천 및 협업의 7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칭화대학의 기초교양교육과정은 사상정치이론, 대학체육, 중국어과정,
대학영어, 수학 등의 기초기능 양성과정과 핵심교양교육과정 및 신입생 토론과정 등을 편성하였다.
서원이 유교경전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학술을 강독했던 것처럼 베이징대학, 푸단대학, 칭화대학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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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핵심교양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인문과 예술, 과학 등의 분야를 다양
하게 개설하여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2.2. 사제동행, 친우동행(同行) – 소규모반 및 기숙형 서원 운영
중국 서원은 강학, 학술 연구를 위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에 기숙을 하면서 계속적 연
구를 하였다. 이러한 기숙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이외에도 스승과 제자 간의 인간적 삶을 토대로 한 학문의 연
계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학생이 스승에게 질문하면 스승은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서로 하나의 토
론과정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학문을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량치차오는 《청대학술개론(淸代學術槪論)》에서 “청대의 신사들은 송·명대의 학자들
이 무리를 모아 강학하는 것을 본받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또 오늘날 구미의 학교나 학회에서 벌어지는 세미나
와도 달리 지식을 교환하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고자 편지를 사용하였다. 후배가 선배를 찾아
뵙고자 할 때나 학문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자 할 때 또는 저작물을 보낼 때도 편지를 하였다. 선배가 가르칠
만하다고 인정하면 글로써 그 의심을 풀어주고 학문발전을 격려하였다. 학생 간에도 편지로 터득한 바를 알렸
다.”(량치차오, 2000:64)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래 서원의 자유로운 학술토론을 해소하지 못한 청대 신사들은
서로 토론을 위해 편지까지 교류하면서 스승과 벗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일이 답습되어 왔던 것이
다. 이러한 학술토론이 서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서원에서의 스승과 제자, 그리고 벗과의 자유로운 학술 토
론은 현대 대학 교육으로 계승되어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
80년대부터 시작한 상해 푸단대학 통식교육은 쉐시더(谢希德老)교장의 국제선진 본과생을 배양하기 위해 목
적으로 시행하였다. 2005년 9월 푸단학원(复旦学院)은 정식으로 성립하고 학교는 먼저 국내 실질적 기반 아래
통식교육(通识教育)개혁을 추진하였다. 몇 년에 걸쳐 핵심과정을 주축으로 주숙서원제(住宿書院制)와 지도교사
(導師制)를

통해 통식교육(通識教育)을 체계화하였다.

푸단대학(復旦大學)에서는 통식교육을 위해 핵심과정을 형성하고 주숙서원(住宿書院)제도를 신설하였다. 2012
년 9월 학교는 정식으로 푸단학원(复旦学院;本科生院)을 세워 학생들 모두 서원생활을 하도록 하였고 서원은 문
화장소와 공공 공간을 형성하였다. 학부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학처럼 전공을 불
문하고 모두 일단 ‘푸단학원(復旦學院)’에 들어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기초적 지식을 쌓게 하고 있다. 푸
단대학은 서양 기숙사제도와 중국고대 서원전통을 계승하여 푸단대학만의 문화적 특색을 살려 5개의 서원(書
院)을 설치 운영하였다. 서로 다른 전공과 지역, 민족 출신의 신입생들이 혼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과과정과 관념, 사상과 방법을 제공하도록 교과과정이 이루어져있다. 푸단학원은 중국고대서원전통을 계승
하고 푸단의 역사문화특색을 살려 지덕서원(志德書院), 등비서원(騰飛書院), 극경서원(克卿書院), 임중서원(任重書
院),

희덕서원(希德書院)을 설립하였다. 서원은 “독서(讀書), 수신(修身)”을 핵심가치로 하고 “변화(轉變), 사랑(關愛)”

를 양 날개로 보충하였다. 서원에는 또한 도사(導師)라는 제도를 통해 서원생활에 엄격함을 더하였다. 명사와
지명한 교수를 담당과목 책임교수로 임명하여 경전강독(經典導讀), 조교제도(助教制度), 토론수업(小班討論), 다원
검사(多元考核) 등 풍부하고 특색적인 교학방법을 채택하였다.
베이징대학(北京大學)도 2012년부터 ‘소규모반(小班課教學)’ 수업모형을 통해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활동을 확대
해 나가고 있다. ‘소규모반’ 운영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에서 널리 채택되고 효과적인 중요한 교육 조직 형태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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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주도권, 창의성 및 내면의 잠재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베이징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만
들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하였다. 2012년 3월 광범위한 연구 및 의견 모집을
바탕으로 베이징대 학부 교육 개발 전략 연구 회의에서 “대규모 강의(大班授课)”와 “소규모 토론(小班研讨)”를 결
합한 ‘소규모반’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2012년 가을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저학년에 필요한 기본
과정을 선택하고 대규모 수업, 소규모 수업 토론 및 일대일 질문을 결합하는 교육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칭화대학(淸華大學) 신아서원(新雅書院)은 2014년 9월 27일에 설립하였고, 설립초기부터 ‘통식교육실험구’로 운
영하였다. 2014년, 2015년 2차례 건축학원, 생명학원, 법과학원, 항공우주학원, 전자학과와 자동차학과를 포
함한 총 192 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신아서원에서 통식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전공과에서 전공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2016년 청화대학은 1년 동안 신아서원에 입학한 학생은 전공을 불문하고 통식교육을 위주로 교
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1년 후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원전통의 맥을 이어 시대가 요
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원이라는 이름아래 1년 동안 기숙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합숙제
도를 통한 기초교양을 좀 더 체계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전통 서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계승하여 글로벌한 인
재 양성을 위한 중국특색을 가진 칭화대학만의 인재 배양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승을 만나기란 쉽지 않고 책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또 학문에 뜻을 두는 사람이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스승을 찾아 배움을 청하였다. 그 스승을 찾아 배움을 청하였던 장소가 바로 서원이다. 서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학문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서원에 들
어간 뒤로는 짬을 내어 질문 토론하면서 스승을 좌우에서 모시며 토론하였던 것이다. 유명한 스승은 각고의
노력으로 연찬하는 동시에 저술에 몸 바치기를 수십 년을 하루같이 하여 그 학풍이 영향을 이어지게 하였다.
(정순목, 1990:157)

이러한 서원의 기풍을 유지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학술토론은 현대 대학의 통식교육의 한 방

법으로 또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원의 유명한 학자들은 그 학풍을 형성하여 학파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학파의 형성이 바로 창의적
인재 양성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희, 육구연 그리고 청대의 공양학자 등 모두 경학의 다양한 해석
을 통해 새로운 정신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창의적 해석을 위해서는 학파간의 논쟁은 필수적일 수밖
에 없다. 학파간의 학술 논쟁으로 더욱 한 걸음 나아가는 학문의 성취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
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결론
현대 대학은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학문의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양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교양교육은 인문학적 사고의 인간은 자유교육( Liberal Education)
과 기초과목 내지는 학문을 위한 실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자유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해 보기보다는 통합적 범주로 설
명할 수 있다. 교양교육은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화된 정보사회에서 비판적이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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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주체적
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또한 학문의 계열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질적인 내
용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손동현, 2006:220)
중국 대학에서도 통식교육(通識敎育)을 실시하여 기초적 과학과 인문 정신을 배우고 시대가 요구하는 학생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통식교육은 다양한 사유방식을 통해 융합적 사고와 세계적 인재를 기르고자 함에 그 목적
이 있다. 중국의 여러 대학은 사고 능력과 함께 비판력, 창의력을 기르는 통식교육(通識敎育)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명시한 통식(通識)이란 사고력, 분석력, 상상력, 창조력, 비판력, 통찰력 등을 종합적으로 양성하는 능
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통식교육과정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중국 대학에서는
통식교육으로 다원화,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한 중국 대학의 통식교육은 중국의 서원 교육과 유사성을 갖는 면이 있다. 교과과정에서도 한 쪽에 치
우치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융합적이고 창의적 학술을 지향하였다. 또한 합숙, 스승과 제
자 간의 예의를 통해 사람다운 교육을 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세계적 인재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대학 교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 계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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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중국 통식교육의 모델, 서원교육

최은진(국민대)
교양교육은 전문교육만 치중한데서 오는 폐해를 자각하면서 이루어진 자유교육이자 일반교육을 의미하며
대학에서 이러한 교육은 20세기이래 시행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는 개혁개방이래 소련식의 전문교육에서 부
족한 소질교육의 제고를 추구해 가면서 미국의 교양교육을 수용하면서 2000년이래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대학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작된 211, 985공정 등과 함께 대학이 많아지게 되고 세계일류대학을 만
들고자 하는 정책속에서 소위 일류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이 중시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된 교양교육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푸단대학, 중산대학 등에서 먼저 시행해 나갔고 현재는 일류대학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일반 대학에
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 선생님은 글을 통해 중국의 통식교육이 시행된 역사적 배경과 대표적 대학에서 시행된 사례 등을 소개
하였고 특히 전통 교육기관이던 서원에서 시행된 교육이 어떻게 현재 대학의 교양교육에 녹아 들어가게 되었는
가에 주목하여 중국 교양교육의 특성을 잘 이해하도록 하였다.
선생님은 통식교육의 모델이 서원에서 왔다고 전제하고 그 내용과 목표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이를 내용적
측면과 구체적 실천과 연계된 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주숙을 통해 사제관계, 단체
정신 등을 계승하였음을 소개하였는데 아쉬운 점은 푸단대학의 사례가 다소 소략했다는 점이다. 또한 통식교
육을 잘 받으려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의 이유와 해결방안도 소개했으면 하며 이를 드러낸다
면 서원의 전통교육을 계승한 부분과 이를 넘어선 부분과 구체적 시행과정의 성과와 한계가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외 위의 일류대학에서 시행된 통식교육이 일반 대학들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사례
도 추가된다면 좋을 것이다.
둘째 선생님께서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계승을 완원의 학해당과 량치차오의 시무학당의 토론방식의 학문연
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서술된 베이징대학, 푸단대학, 칭화대학의 교과과정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
고 이것만 본다면 교과과정은 문과와 이과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 주된 내용인 것 같다. 그러므로 토론방식의
학문연구가 계승되었다고 하는 것과 부합되는 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베이징대학의 경우 이러한
교양과정에서 스승과 제자의 논의방식이 구체적으로 서원제도를 계승했다는 언급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
즉 자유로운 토론강학이 계승된 것인지 동서문명의 광범위한 학문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
게 드러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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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중국몽과 통식교육의 관계도 서론에서 언급하였는데 교양교육의 내용 가운데 중국의 부흥
을 강조하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가. 유가경전의 내용을 더 포함하거나 더 편성한 사례는 없는가 궁금하다.
셋째 최근 통식교육의 실시에서 전문교육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안
다. 북경대의 경우 전체과정서 전공은 30%정도인 것으로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 교양이 70%인 것이고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넷째 통식교육이란 표현에는 이미 전통적 교육에 대한 강조가 들어있다고 보이며 이는 칭화대학 신아서원,
광저우의 중산대학 박아서원(2014) 등을 운영하는 깐양(甘陽) 이 주장한 개념이다.(2009년) 아는 중국문화의 부
흥을 함의하는 것이다. 반면 북경대학, 복단대학 등은 하버드나 구미의 교양과정을 더 많이 모방한 것으로 보
이는데 이러한 차이가 교양교육에 반영된다면 실제 운영이나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가.
마지막으로 운영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원에서 계승되어야 하는 점이 서원 정신 즉 독립적 학문연구라고 한
다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중국의 통식교육 실천사례는 없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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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동경대학교, 홍콩대학교, 싱가포르대학교의 교양교육 비교

윤유진(강원대학교)

1. 서론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개인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글로벌역량 등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에서 직업교육이나 전공교육 못지않게 교양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나라 사례에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의 유명 대학들도 교양대학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신교양교육과정에 의하면 21세기 지식기반 글로벌 사회의 변화된 사
회적·학문적 요구를 교양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으로 새로운 연합체제를 구
축하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위해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라는 고등교육의 학제개편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점제, 교과 운영 등 기존의 교육체제에 있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Schwab(2016)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회정서 역량(social-emotional skills)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교양
교육(General Education)이 인간의 삶의 방향에 대해 성찰능력과 새로운 지식습득, 변화에 대해 지혜롭게 적응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학부교육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기초교육에서 벗어나 이제는 문제해결능력, 의사전달능력, 공
감인성능력, 리더쉽능력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그 힘을 받고 있다(정인모, 2016).
세계 여러나라의 대학들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교양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
라 대학들도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교양교육을 개편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변모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양교육과정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량개발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며 융합
교과목과 학제간 코스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고(depth component) 폭넓은(breadth component) 학습이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윤유진, 2018).
국가차원에서도 2008년부터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 Advancement in College Education)을 통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 매년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
여 대학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여전히 전공을 보완하는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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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의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교양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아 우리나라 대학의 교
양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 주요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하여 조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의 동경대학, 중국의 홍콩대학, 그리고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국립대학의 교양교육의 사례를 살펴보
았다. 대학 및 교양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살펴보고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았으며 교양교육과
정 구조 및 내용을 살펴보아 우리나라 교양교육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양교육과정의 구성요소 및 분석틀
가. 교양교육 목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 세계의 대학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
받고 있다. 대학교육의 목표를 통해 미래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를 준비하는 지금의 상황은 지식의 폭발적 증가 및 주기의 변화 그리고 융합의 가속화의 점에 있다. 이러한 현
상은 19세기 산업혁명기의 격동적 변화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목표, 교육내용 및 방법 등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종래의 대학교육의 틀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교육의 목표의
변화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간성 측면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이 인간육성에 초점이 있다면 학문성을 강
조하는 지성개발이 지식 또는 지적 능력 육성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인성개발과 지성개발이라는 두 개의 측면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교양교육 구조
교육과정 개발 원리에 따라 수립된 교육과정의 목표 및 목적은 교육과정 내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교육과
정의 구조는 교양 교육과정 내용을 담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조직하는 기본적인 틀인
교육과정의 구조에는 이수학점, 졸업을 위한 교양교육 필수 이수학점의 배분, 영역별 학점 및 영역별 교과목 수
와 더불어 교양교육과정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교양교육과정의 구성방식에 따라 자유선택제(free electives), 학문영역별 배분이수제(distribution requirement),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선택제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서 편성된
과목들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교육과정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정해져 있지만 필수과목은 특별히 정하지 않음.
학문영역별 배분이수제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만을 마구잡이로 이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유
선택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실시됨. 학문 계열별로 교육과정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해서 각
영역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임. 각 영역에서 최저 이수제를 설정해서 학생들이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는 지식 습득을 하도록 하고 있음. 중핵교육과정이란, 선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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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엄선하여 모아놓은 것을 의미함. 중핵경험 혹은 중핵 개념이란 교과의 통합,
인간역사 연구의 추진 또는 현대 사회문제를 의미

다. 교양교육 운영 및 관리 체계
정부의 각종 정부의 정책과 ACE 사업 등을 통해 교양교육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재정 지원하고 있어 대학에
서 교양기초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우선, 교
양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못지않게 중
요한 것은 전임교수 1인당 학생 수로 내실 있고 책임 있는 교양교육을 위하여 70~80%의 전임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교수1인당 학생 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학교가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라. 비교분석 틀
본 연구에서 교양교육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교육선진국들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
양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국내외대학들의 목표설정, 운영 및 관리체계, 교육
과정 구조 및 유형 등 크게 3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첫째, 목표 측면에 있어서 우선 대학의 총체적인 교육이념 혹은 비젼으로 제시되는 목표를 살펴보았고 교양
교육의 목표는 인성영역(인간성)과 지적영역(학문성)으로 나누어 그 주요어(key words)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운영측면에 있어서 대학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대학현황의 조사대상은 전임교
수의 수, 재학생의수를 이용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조사하였고 관리체계에 있어서 교양교육 전담기구가
설치되었는가와 상담센터 유무를 조사하였다.
셋째, 교양교육 구조 및 내용 측면에서는 교양교육의 학점 비율, 교양교육과정의 하위영역 구성, 교양 교육과
정의 유형으로 세부 비교 준거를 설정하였다. 학점비율에 대하여 총 졸업학점, 교양교육의 이수학점, 전공교육
의 이수학점을 조사하여 교양교육의 이수학점이 차지하는 비율과 교육과정 유형을 살펴보았다. 교양교육과정
내용은 중핵교과목의 성격과 필수교과목의 2가지 세부준거로 나누어 필수과목 중심으로 학교별 공통적 핵심
내용과 특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비교분석 하였다. 조사내용은 2019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대학교 홈페이
지(영어버전)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3. 본론
가. 대학의 교육이념 및 교양대학 목표
일본의 도쿄대학교의 대학교육이념은 강력한 공공 책임감과 개척 정신으로 심오한 전문성과 폭 넓은 지식
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인성적 측면은 예지·진리탐구이고 지성적 측면은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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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래사회 준비에 있다. 중국의 홍콩대학교의 대학교육이념은 국제화, 혁신, 그리고 학제간 융합이며 교양교
육의 목표는 21 세기의 삶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적, 사회적, 혁신적인 기술에 두고 있다. 싱가포
르대학교의 대학교육목이념은 미래의 아시아 중심 대학,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전환
이며 교양교육목표의 인성적 측면은 책임감(responsibility)이고 지성적측면은 통합(synthesis), 협력(collaboration)
을 설정하고 있다.
1. 이념 및 목표
대학교육이념

교양교육목표

1. 도쿄대학교
(일본)

- 강력한 공공 책임감
- 개척 정신
- 심오한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

- (인성)예지·진리탐구
- (지성)변화하는 미래사회 준비

2. 홍콩대학교
(중국)

- 국제화
- 혁신
- 학제간 융합

- 21 세기의 삶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적,
사회적, 혁신적인 기술

-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속의 대학
- 혁신, 탄력성, 우수성, 존중, 성실

- (인성)책임감(responsibility)
- (지성)통합(synthesis), 협력(collaboration),

3. 싱가포르대학교
(싱가포르)

나. 교양교육 운영 및 관리체계
운영관리체계는 교수대학생비율(2019), 교양전담기구, 교양교육 상담 또는 학생센터, 교양교육학년 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도쿄대학교의 경우 교수1인당 학생수는 2.6명(2019)이며교양전담기구는 College of Arts and
Sciences(고마바캠퍼스)로서 교양교육담센터로는 Advice Center가 있다. 교양대학인 고마바캠퍼스에서는 1~2
학년 학생들이 교양수업을 받고 있다
중국의 홍콩대학교의 교수 1인당 학생 2.5명(2019)이며 교양교육과정은 Common Core Office(공통핵심원)이
있으며 학생들이 교양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Common Core Lounge가 있다. 홍콩대학교에서 교양강의는 1
학년 1, 2학기 중에 수강을 하게 된다.
싱가포르대학교의 교수 1인당 11.6명(2019)이며 교양교육전담기구는University Scholars Programme(USP)
sms RC형태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하게 된다.
2. 운영관리체계
교수대학생비율
(기준년도)

교양전담기구

교양교육
상담 또는 학생센터

교양
학년

1. 도쿄대학교(일본)

1:2.6(2019)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고마바캠퍼스)

Advice Center

1~2학년(고마바캠퍼스)

2. 홍콩대학교(중국)

1:2.5(2019)

Common Core Office

Common Core
Lounge

1학년 1, 2학기

3. 싱가포르대학교
(싱가포르)

1:11.6(2019)

University Scholars
Programme(USP)

RC운영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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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양교육과정 구조 및 내용
교육과정 구조 및 내용은 교양/졸업 이수학점, 교양과정영역, 세부영역,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본의 도쿄대
학의 교양이수학점은 53-61단위이며 교양과정영역은 인문과 사회과학, 융합과학, 통합과학, 학제간융합프로그
램 등 4영역이다. 홍콩대학의 경우 교양이수학점은 24~36이며 교양핵심영역은 과학 기술 활용 능력, 인문학,
글로벌 이슈, 중국 : 문화, 국가 및 사회 등 4영역으로 나뉜다. 싱가포르대학의 교양이수학점은 76MCs(160MCs)
이며 교양영역은 일반교양교육(20MCs), 중핵과정프로그램(20MCs), 자유선택(36MCs) 등으로 나뉜다.
3. 교육과정 구조 및 내용
교양/졸업
이수학점

교양과정영역

인문과 사회과학

1. 도쿄대학교
(일본)

2. 홍콩대학

• 융합문화연구,
• 지역연구,
• 사회적·국제적 관계

융합과학

• 과학·기술 연구
• 지리·디자인 과학
• 정보학
• 지구체계와 에너지과학

통합과학

• 수학
• 물리
• 통합생명과학
• 인지행동과학
• 스포츠과학 하위과정

53-61단위

학제간융합프로그램

• 국제적 인종학
• 혁신적 인지 신경학
• 영역구분없는 연구

과학 기술 활용 능력

• 과학의 본질과 방법
• 과학, 기술 및 사회
• 과학, 기술 및 글로벌 이슈
• 일상 생활의 과학과 기술
• 과학 기술의 프론티어

인문학

• 창작 예술
• 역사 인식 : 과거와 현재
• 언어,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 신체 정신
• 윤리와 사회

24~36

글로벌 이슈

중국 : 문화, 국가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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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이슈, 지역 라이브
• 글로벌 거버넌스의 도전
• 세계화와 경제 개발
• 글로벌 윤리 및 시민권
• 중국 문화 : 생각, 가치 및 삶의 방식
• 중국 문명 : 국가, 사회 및 경제
• 중국의 변화하는 환경
• 현대화를위한 중국의 탐구
• 21 세기 중국의 부상 : 도전과 전망

• 인류문화
• 싱가포르에 대한 사고와 표현
• 연구 요청
• 질문하기
• 양적 추리

일반교양교육
(20MCs)
3. 싱가포르대학교
(싱가포르)

76MCs
/160MCs
(47.5%)

중핵과정프로그램
(20MCs)
자유선택
(36MCs)

• 글쓰기
• 표현
• 의사소통
• 전공외 과목(28MCs)
• 전공내 혹은 전공외과목(8MCs)

4. 결론 및 시사점
세계 여러 대학들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교양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
학들도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교양교육을 개편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로 변모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
양교육과정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일본의 도쿄대, 홍콩대학교, 그리고 싱가포르대학교 대학들의 이념 및 교양교육과정의 목표, 운영 및 관리
체계 그리고 교양교육과정 구조 및 내용을 살펴보아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세계 우수대학 및 교양교육과정의 이념 및 목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개혁적 방향성이다. 특
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적인 학문가 융합이 요구를 받아들일 필
요가 있다. 교양교육의 주요목적은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리의 상아탑’
이라 불리는 대학이 단지 지성의 요람에서 머룰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성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의 ‘교양인’은 세계 속에서 윤리적인 민주시민양성과 공동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
하고 있다.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동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수가 2.6명 홍콩대학교가 2.5명 그리고 싱가포르대학이 11.6명으로 우리나라 대학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양교육의 전담대학(기구) 여부는 교양교육의 질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교양교육 전담기구를 통
해 교양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관리 뿐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는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교양교육을 수강하는 학년은 대부분 1~2학년으로 나타났다. 도쿄대학의 경우 캠퍼스를 분리하여 교양교육
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학년에는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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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아시아 동경대학교, 홍콩대학교, 싱가포르대학교의 교양교육 비교”

황순희(홍익대)
이 연구의 목적은 동경대학(일본), 홍콩대학(중국), 싱가포르국립대학(싱가포르)의 교양교육과정 및 운영현황 사
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변화 및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 전반적 운영 체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여 시작되
고, 상이하게 정착되어 왔다. 일례로 프랑스의 교양교육은 대학보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교양교육은 사실상 대학 교육과정 이전에 이루어진다. 대학은 전문 직업인 양성, 엘리트 양
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 고등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이른바 ‘고등교육 통합 프로젝트’로 통하는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역시 고등교육의 전문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프로그램이다. 유
럽 29개국(영, 프, 독, 이탈리아 등)이 참가하여, 단일 고등교육제도 설립, 가맹국 내의 단일 학위(졸업장) 취득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야심찬 전략이다. 이처럼 국가별 다양
한 특성,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도 변화와 혁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가까
운 주요 3개국의 교양교육 현황을 분석하는 이 연구의 출발과 목적은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교양교육의 비교 분석을 위해 ① 교양교육의 목표(인성개발, 지성개발 관련
핵심어(keywords)

분석), ② 교양교육과정의 구조 및 내용(자유선택제, 학문영역별 배분이수제, 중핵교육과정), ③ 운영

및 관리체계(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3가지 기준과 세부 준거를 사용하였다. 연구자께서 결국 이 3가
지 기준을 교양교육의 개혁과 혁신, 또는 구성에 중요 변수로 여기시고, 가치를 부여하신 것으로 보인다. 몇 가
지 질문을 드려 답변을 듣고자 한다.
첫째, 이들 3가지 기준이 교양교육 발전 및 안정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은 될 수 있겠으나, 가령 ①과 ②가
실제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기준
③과 관련하여,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 담당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사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내 많은 대학에서 교양교육
담당 교원은 여전히 그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대체로 교양대학 운영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위 3가지를 분석 기준으로 사용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신 이유, 배경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둘째, 기준 ②(교양교육과정 구조 및 내용)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동경대학 53-61 단위, 홍콩대학 24-36, 싱
가포르대학 76~160 등으로 집계되었는데, 산술적으로 보아도 상당한 차이가 관찰된다. 이러한 수치 또는 차
이를 한국과 비교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 가령 문화, 사회, 교육적 배경의 차이 등 - 에 대해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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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3개 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개혁적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당연하고 일반적 진술로 들린다. 어느 시대이든 교육은 ‘변화’, ‘혁신’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
더욱 작금의 ‘개혁과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다소 원론적 질문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3개국 교양교육의 간략한 탄생, 시작 배경을
듣고자 한다. 즉 교양교육이 미국 대학의 교육전통과 체제를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배경(예. 각국의
정서와 고유한 문화적 토대 등)에서

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발전 방향이 달라야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특성, 미래 인재상의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은 대학교육의 내용, 방법 전반의 변화를 요
구하고 있고, 교양교육의 변화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은 주로 1-2학년(저
학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지만, 학년, 전공을 넘어서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영역 재분류, 또는 기초교양, 심화교

양, 전문교양 등 교양교육의 다원화,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시아 주요
3개국 대학의 교양교육을 살펴보고 심도있는 논의의 기회를 주신 발표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토론을 마
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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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3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

박병철(부산외대)

1. 들어가는 말
미국에는 약 4,50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 이른바 대학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대학의 수가 340개 정도
인 것을 감안하면1),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이 있는 셈이다. 미국의 인구는 한국보다 5배 정도 많지만
대학 수는 무려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대학의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운영에서도 다른 나라들
과 몇몇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학을 교육부와 같은 중앙정부 기관이 통제하지 않고 국
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독립적인 인증기구에 의해 다양한 인증제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 그러
다보니 설립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대학들이 공존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역임한 데릭 복
(Derek Bok)에

따르면,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ies), 종합대학(comprehensive universities), 리버럴아츠칼

리지(four-year colleges), 커뮤니티칼리지(community colleges), 영리목적대학(for-profit institutions) 등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Bok, 2003: 9-14).3)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대학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진정 흥미로운 점은 이 다섯 개의 유형
중 평생교육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대학으로 보기 어려운 영리목적대학을 제외한 나머
지 유형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양교육의 일부로
글쓰기 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건 박사과정까지 개설하
는 연구중심대학이건 전공과 관계없이 폭넓은 교양교육을 제공한다는 점과 법학, 의학 등의 전문교육은 4년간
의 학부교육이 끝난 후에 시작한다는 점은 미국 대학을 유럽의 대학과 차별화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1) 2
 018년 기준 한국의 4년제 대학은 203개, 전문대학은 137개이다. e-나라지표의 “고등교육 규모” 참고. http://www.index.
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8
2) https://educationusa.state.gov/experience-studying-usa/us-educational-system
3) 이러한 분류 외에도 고등교육 분류 기준으로 카네기 고등교육 분류가 있다. 1970년부터 비정기적으로 분류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학위를 수여하는 인증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크게 6개 유형의 분류를 제공하고 있다(http://carnegieclassifications.
iu.edu). 한편, U.S. News & World Report는 매년 미국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는데, 순위 선정 범주를 크게 4개 유형으로 나
누고 있다(https://www.usnews.com/best-colleges). 위 세 개의 분류에서 공통적인 유형은 학사·석사·박사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유형, 학부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대학원 비중은 크지 않은 유형, 리버럴아츠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유
형, 그리고 2년제 전문대학 유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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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미국 대학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는 주요 요인으로 다양성, 자율성, 실용성을 들고 있다(
이성호, 2005).

미국 대학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많

은 대학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러한 점이 대학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하
지 않는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 역시 미국의
독특한 문화가 갖는 장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학 교육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의 기초를 두루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교양교육 시스템이 실용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영리목적대학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졸업이수학점의 약 30% 또는 그 이상
을 교양에서 이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글쓰기 과목 역시 예외 없이 최소 1~2과목에서 많게는 5~6과목
까지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논자는 미국 대학의 경쟁력의 원천을 자율성 및 다양성과 더불어 다른 어느 나라의 대학에서도 볼 수 없는 충
실한 교양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중에 보이겠지만 교양교육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
은 대학교육이 요구하는 학생들의 역량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교양교육 중에서도 글쓰기 교육이 어떠한 양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미국 대학들의 유형별로 사
례들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운영 및 개선에서 참고할 점이 무엇인지 진단해보고자 한다.

2. 미국 대학의 유형별 글쓰기 교과 이수체계
2.1. 연구중심대학
앞에서 제시한 미국 대학의 5개 유형 중에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유형은 연구중심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약 200여 개로 학사・석사・박사과정을 모두 개설하며, 대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을 갖추고 있다.
상위 60여 개의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학문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입학조건이 매우 까다롭다(Bok,
2013: 10).

미국 전체 고등교육 기관 중에서도 소수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 대학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

을 대표하는 대학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결코 미국 대학의 평균적인 교육모델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들 대학이 미국의 엘리트 교육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글쓰기 교육을 어떻
게 하고 있는지 참고할 만할 것이다.
<표1>에 제시한 다섯 개의 주요 연구중심대학들은 임의로 선택한 것임에도 이들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이
수학점 중 교양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30%에서 많게는 45%에 달했으며, 이 비율은 미국 내 다른 유형
의 대학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대학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대학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교
육의 1/3 이상을 교양교육에 할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글쓰기 과목은 평균 2과목 정도
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1>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교양 이수체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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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글쓰기 이수요건

프린스턴

1과목

과목
• 1학년 글쓰기 세미나(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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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WAC: 주제 중심의 학술적 글쓰기
•과
 목명 예: “게이미피케이션”, “음식의 미래”,
“포스트휴먼”

예일

2과목

미네소타

5과목

펜 스테이트

버지니아

3과목

2과목

• 학술적 글쓰기
• 글쓰기집중 과목(WI)

•학
 생 선택에 따라 영문과 개설 학술적 글쓰기와
전공별 개설과목(WAC) 중 2과목 수강

• 1학년 글쓰기: 1과목

• 대학 수준 기초 글쓰기 기법 학습

• 글쓰기집중(WI): 4과목

• WAC: 2개는 고학년, 그중 1개는 학생의 전공 내에
서 수강

• 1학년: 말하기·글쓰기 3과목

• “수사법과 작문”, “효과적 글쓰기: 인문학”, “효과
적 말하기”

• WAC 1과목

• WAC: 전공별 개설 과목 수강

• 1학년 글쓰기: 1과목

•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와 비판적 탐구”

• 2~3학년 WAC과목: 1과목

• WAC: 전공별 개설과목 수강

연구중심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대학이 최상위권 대학임을 염두에 두고 글쓰기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대체로 1학년에 대학에서 필요한 글쓰기의 기초 및 학술적 글쓰기에 관한 과
목을 1과목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 것 외에 졸업 전까지 글쓰기 관련 교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
다는 것이다. 프린스턴(Princeton University)을 제외한 네 개 대학 모두는 영문과에서 개설하는 학술적 글쓰기
과목을 기본 이수하게 되어 있고, 추가로 이른바 전공연계글쓰기(WAC,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과목 이
수가 졸업요건으로 되어있다.4) 이때 전공연계글쓰기 과목은 대체로 각 전공학과에서 개설하며, 글쓰기집중교
과(WI, Writing Intensive)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5) 프린스턴은 수사법 위주의 작문 수업이 필수가 아니며, 대신
글쓰기센터에서 개설하는 주제 중심의 “글쓰기 세미나”를 필수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1학년 작문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프린스턴 대학처럼 영문과나 다른 개별 학과가 아
닌 글쓰기센터가 글쓰기 교육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정년트랙 교원과 강사를 채용하여 주제 중심
의 글쓰기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다.6) 그러나 그런 논란을 떠나 현재
미국의 연구중심대학들은 대부분 전공연계글쓰기 형태의 글쓰기 교육을 졸업 요건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이 다른 유형의 대학들에도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2. 종합대학
대부분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종합대학은 대단위 학부교육 중심의 주립 및 사립대학
으로 연구 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그 숫자는 700개 이상이며, 대학 내에 기숙하지 않고 통학하는 학생도

4) W
 AC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 그리고 국내 적용 가능성에 관한 국내 연구로 원만희(2009, 2010), 배식한(2012)을 참고할 것.
WAC의 번역어로는 ‘범교과적 글쓰기’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으나, 글쓰기 교육이 교양에서 시작되었으나 교양에만 머물지 않
고 각 전공교과로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전공연계글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WAC을 구성
하는 요소들을 나타내는 WTL(Writing to Learn)은 ‘학습연계글쓰기’로, WID(Writing in the Discipline)는 ‘전공특화글쓰
기’로 옮기고자 한다.
5) WI(Writing Intensive) 외에 WR(Writing Rich), WE(Writing Enhanced)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6) 1
 975년 “자니가 글을 못 쓰는 이유”(Why Johnny Can’t Write)라는 <뉴스위크> 기사에서 글쓰기 교육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
판한 이래 미국 대학에서 글쓰기는 뜨거운 이슈로 여겨졌다. 그러한 관심은 글쓰기 교육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인 WAC이 도입
되고 확산하는 데에도 일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30년 후인 2003년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에 여전히 “자니가 프린스턴에 다녔음에도 글을 못 쓰는 이유”(Why Johnny Can’t Write, Even Though He Went to
Princeton)와 같은 기사가 나올 정도로 최고의 명문 대학들에서도 여전히 글쓰기 교육에 문제가 많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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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시간제 학생이나 35세 이상의 성인 학생 등 전통적인 대학생이 아닌 경우도 많다. 지원자의 대부분이 입
학 허가를 받을 정도로 입학하기가 수월하며, 따라서 연구중심대학 입학생보다 고등학교 성적이나 SAT 점수가
현저히 낮다. 상당수의 종합대학은 테크니컬 칼리지나 교사양성학교에서 종합대학으로 변모했다(Bok, 2013: 10).
앞에서 살펴본 세계 대학교육을 선도하는 몇몇 대학의 사례도 반드시 참고해야겠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
펴보아야 할 미국 대학 모델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종합대학이다. 그 이유는 일단 그 수가 연구중심대학에 비
해 3.5배 이상 많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이 중위권인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대학이면서도 매우 짜임새
있고 강화된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203개의 4년제 대학 중 학사・
석사・박사과정을 아우르는 연구중심대학은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포함하여 20개 정도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
다. 게다가 실제로 국내에서 다수의 박사들을 배출하는 대학들로 범위를 좁히면, 그 수는 10여 개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대학원이 활성화 된 연구중심대학이 아닌 학부교육 중
심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 양상을 살펴보고 참고하고자 할 때에도 대학
유형과 관련된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2>에서 나타나듯이 종합대학 유형의 몇몇 대학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글쓰기 교과 역시 최소 2과목에서
많게는 6과목까지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어서 연구중심대학과 글쓰기 교육의 양적 측면에
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글쓰기 요건을 보면 <표2>에 제시된 다섯 대학 모두 영작문 과목을 2개 의무 이
수하도록 되어 있고, 볼 스테이트 대학(Ball State University)과 센트럴 미시건 대학(Central Michigan University)
은 글쓰기집중교과를 각각 1과목과 4과목 추가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특히 센트럴 미시건의 경우 4개의 글쓰
기집중교과 중 2개는 전공 내, 2개는 교양에서 이수해야 한다. 조사한 대학 수가 다섯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섣불리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적어도 위의 사례들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종합대학들(센
트럴 오클라호마, 이스턴 일리노이, 미시시피 스테이트)은

기초글쓰기와 학술적 글쓰기로 대표되는 두 개의 글쓰기 과

목을 필수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부 종합대학들(센트럴 미시건, 볼 스테이트)은 그러한 작문 과목 2개 외에 추가
로 글쓰기집중 교과를 졸업요건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2> 미국 종합대학의 교양 이수체계 주요 사례
대학

센트럴 미시건

센트럴 오클라호마

볼 스테이트

글쓰기
이수요건

6과목

2과목

3과목

이스턴 일리노이

2과목

미시시피 스테이트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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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성격

• 1학년 작문: 1과목

• 기초 글쓰기 기법 학습

• 중급 작문: 1과목

• 전공학습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 글쓰기집중(WI): 4과목

• 교양과 전공에서 각각 2과목 이수

• 작문: 1과목

• 기초 글쓰기 기법 학습

• 작문과 연구: 1과목

• 학술적 글쓰기

• 작문: 1과목

• 기초 글쓰기 기법 학습

• 작문 연구: 1과목

• 학술적 글쓰기

• 글쓰기집중(WI): 1과목

• WAC: 전공별 개설과목 수강

• 작문I: 비판적 읽기와 글쓰기

• 기초 글쓰기와 읽기 학습

• 작문II: 논증과 비판적 탐구

• 학술적 글쓰기

• 작문I

• 기초 글쓰기 학습

• 작문II

• 학술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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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이들 종합대학들은 주요 연구중심대학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학에 필요
한 기본적인 문해능력 및 글쓰기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 글쓰기 과목들을 필수 이수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공연계글쓰기(WAC) 프로그램 역시 졸업요건으로 도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
순히 작문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문 분야와 연결된 읽기와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
학 교육에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3. 리버럴아츠칼리지
리버럴아츠칼리지는 재학생 수가 2천 명 정도의 소규모 기숙형 대학으로 대다수가 사립이며 그 수는 약
1,000개에 달한다. 백 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리버럴아츠 교과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최근에는 전
문・직업 교과에 의해 잠식당하는 경향이 있다.7) 미국 대학교육의 원형에 해당하는 이들 리버럴아츠칼리지 중
윌리엄스 대학(Williams College)이나 앰허스트 대학(Amherst College)과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리버럴
아츠 교과만을 가르치는 전통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학부교육을 제공하고 있다(Bok, 2013: 11).
리버럴아츠칼리지의 특징이 리버럴아츠 전공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이 교양과목을 두루
교육한다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배분이수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의 전공에 치우
치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8) 그리고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1학년에 별도의
영작문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지 않고, 전공연계글쓰기(WAC) 성격의 글쓰기집중교과(WI)를 2과목 정
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글쓰기 과목은 신입생 세미나 과목인데,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
고 입학하는 리버럴아츠칼리지의 특성 상 이러한 세미나 과목은 전공을 가로지르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포
모나 대학(Pomona College)의 “비판적 탐구 세미나”, 칼튼 대학(Carleton College)의 “논증과 탐구 세미나”가 그
런 사례들이다.
<표3> 미국 리버럴아츠칼리지의 교양 이수체계 주요 사례
대학

글쓰기 이수
요건

윌리엄스

2과목

포모나

칼튼

2과목

2과목

과목

• 글쓰기집중(WI): 2과목

성격
• WAC: 전공별 개설과목 수강
• 2학년까지 1개, 3학년까지 1개

• 1학년 비판적 탐구 세미나 (WI)

•과
 목명 예: “색채와 그 영향”, “과학과 공공보건”,
“상상의 도시”

• 글쓰기집중(WI): 1과목

• WAC: 전공별 개설과목 수강

• 1학년 논증과 탐구 세미나(WI)

• 학과별 개설 주제중심 기초 과목

• 글쓰기집중(WI): 1과목

• WAC: 전공별 개설과목 수강

• 글쓰기 포트폴리오 제출

• 비교과 졸업요건

7) 여기서는 데릭 복(2003)의 대학 유형 분류를 참고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리버럴아츠칼리지를 다르게 규정하기도 한다. 브
레네맨은 소규모 기숙형대학 중에서도 리버럴아츠 분야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비율이 40%는 넘어야 리버럴아츠칼리지로 분
류할 수 있다고 보며, 그 기준을 적용할 때 그 수는 1970년대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200여 개 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Breneman, 1990).
8) 예
 외적인 사례인 앰허스트 대학은 이른바 ‘오픈 커리큘럼’(Open Curriculum) 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
유를 보장하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전공연계글쓰기 형태로 진행되는 “1학년 세미나” 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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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즐리

미들베리

1과목

2과목

• 1학년 글쓰기: 1과목

• WAC: 학문 분야별 주제 중심 기초 과목

• 1학년 세미나(WI)

•주
 제 중심 기초 과목: “사랑과 우정”, “사회학과
유토피아”, “호모 에코노미쿠스”, “반영웅”

• 글쓰기집중(WI): 1과목

• WAC: 전공별 개설과목 수강

<표3>에 제시된 대학 중 윌리엄스와 웰즐리 대학(Wellesley College)을 제외하고는 1학년에 개설되는 전공연
계글쓰기 세미나 과목을 이수한 후에 추가로 글쓰기집중 교과를 1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칼튼 대학은 두
과목의 전공연계글쓰기 교과목 이수 후에 별도의 글쓰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리버럴아츠칼리지 역시 교양교육과정의 일부로, 또 졸업필수요건의 하나로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앞에서 종합대학들이 주로 기초 영작문 과목들을 필수로 지정하
고 있는 반면, 리버럴아츠칼리지들은 전공을 가로지르는 성격의 1학년 세미나를 개설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4. 커뮤니티칼리지
커뮤니티칼리지는 2년제 대학으로 그 수는 1,000개가 넘으며, 95% 이상이 공립이다. 미국 전체 대학(학부)
생의 40% 정도가 커뮤니티칼리지 학생인데, 그 중 약 60%는 시간제 학생, 80%는 직장인이다. 직업교육 2년
이수 후 취업하는 학생과 2년 수료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으로 나뉜다(Bok, 2013: 11-12). 2년제임에
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은 상당한 비중의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글쓰기 과목 역시 2과목이 필수로 지정
되어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칼리지라고 해서 교양교육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커뮤니티칼리지가 4년
제 대학으로 가는 하나의 채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서 어떤 유형의 대학이건 대학교육을 받
는다는 것은 교양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읽기와 글쓰기 같은 문해력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9)

3.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학습성과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대학에서 개설되는 전공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과정마다 학습성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전공 특화된 학습성과를 떠나 대학을 나왔다면 누구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학습성과가 있을 것이다.
AAC&U는 인문・자연 세계의 지식, 지적・실천적 역량, 개인적・사회적 책무, 통합・응용 학습 등 네 개의 범주
아래 10여 개의 필수학습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지적 역량으로 탐구와 분석, 비판적・창의적
사고, 글쓰기・말하기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은 기초・교양교육을 통해서 가장 잘 계발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10)

9) 드
 문 사례이긴 하지만 애리조나 웨스턴 칼리지(Arizona Western College)는 영작문 2과목 외에 글쓰기집중교과 2과목을
필수 이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10) https://www.aacu.org/leap/essential-learning-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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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는 미국 대학들은 그러한 필수학습성과에 있어서 어
느 정도 긍정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글쓰기 교육은 단지 글쓰기 역량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글쓰기는 읽기와 연결되고, 사고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아무 글이나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교양
교육이 다루는 내용(인문, 사회, 자연)을 읽고, 사고하고, 글쓰는 교육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결과적으
로 비판적 사고력,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애럼(Richard Arum)과 록사(Josipa Roksa)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분석적 추론, 글
쓰기 분야에서 4년 동안 역량 향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Arum & Roksa,
2011).

이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대학에서 2천 여 명을 대상으로 CLA(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결과와

학업성적표 등을 연구하여 대학에서 학생들의 고차원 인지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보았다. 그 결과 (글쓰
기를 포함한 교양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첫 2년간의 학습에서 45%의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복잡한 추

론, 글쓰기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이 갈수록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학에 가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 다수는 대학에서 습득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차원 인지 역량에서 얻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사실로부터 미국 대학생들의 다수는 “학문적 표류 상태”
에 있다는 암울한 진단 결과를 보게 된다(Arum & Roksa, 2011: 121).11)
앞에서도 보았듯이 교양교육 체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교양
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고차원 인지 역량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거의 모든 대학이 글쓰기 과목을 2개씩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역량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미 개설되고 있는 글쓰기 과목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2과목의 글쓰기 과목 이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애럼과 록사는 학습량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학생들의 교실 밖 공부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평
균적으로 주 당 공부시간은 12시간에 지나지 않았고, 37%는 주 당 5시간에도 미치지 않았음에도 좋은 학점
을 얻거나 졸업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50%의 학생들은 학기 당 20페이지 이상의 글쓰기와 주 당
40페이지 이상의 읽기 과제가 부과된 과목이 하나도 없었다고 답했다. 물론 입학이 까다로운 대학일수록 읽기
및 글쓰기 과제를 경험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높기는 했다.12) 그러나 대학의 유형이나 입학의 까다로
운 정도와 관계없이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 그리고 상당량의 읽기 및 글쓰기 과제가 부여되는
수업의 수강 여부가 고차원 인지 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교양교육과정이 잘 짜여 있어야 한다는 것
은 필요조건일 뿐이다. 애럼과 록사는 읽기와 쓰기 과제를 통한 충분한 학습량과 교실 안팎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학문적 상호작용이 역량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Arum & Roksa, 2100: 93-96).

11) 직
 업시장에서 대졸구직자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관련된 AAC&U의 연구 역시 위 연구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하다. 미국의 대
졸자 취업시장에서 채용 담당자들의 84%가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추론이 채용 시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 대졸 지원자들의 역량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효과적인 글쓰기의 경우 78%가 매우 중요
한 역량이라고 답했지만, 지원자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였다(Hart Research, 2018).
12) 입학이 까다로운 대학의 경우 71%가 20페이지 이상을 글쓰기 과제를 최소한 한 과목 이상 수강했다고 답했다. 그 다음 레
벨(selective) 대학에서는 46%, 덜 까다로운 대학에서는 39%로 떨어졌다. 읽기도 마찬가지였는데, 40페이지 이상 읽기 과제
가 있는 과목 이수 비율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대학은 92%가 1과목 이상 수강했다고 답했고, 그 다음 레벨 대학에서는
62%, 그 다음 레벨에서는 56%였다. 40페이지의 읽기와 20페이지의 쓰기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는 대학 수준에 따라 각각
68%, 37%, 31%였다(Arum & Roksa, 2011: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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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보았듯이, 다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리버럴아츠칼리지에서는 기초적인 작문 수업 외에 모든 학생들이
글쓰기집중 과목을 1~2개 정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이 범주에 드는 대학들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대학들로서 읽기와 글쓰기가 수업 외 과제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학이 까다로운 대학에서도 학부생들
의 역량 향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만)

아마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의 대학은 미국의 고등교육에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대학들일 것이다. 이들 대학은 위의 <표2>와 같이 1학년 글쓰기 과목 2개 이수
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 글쓰기집중 교과를 추가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1학년 글쓰
기 외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엄격하게 진행되는 글쓰기집중 교과를 더 많이 이수한다면 비판적 사고와 더불어
글쓰기 역량이 향상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결국 대학에 갓 들어온 학생들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학년에 듣게 되는 기초 글쓰기나
학술적 글쓰기 과목은 대체로 글쓰기 역량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1학년 글쓰기를 넘어 4년간의 대학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과정이 반복해서 제공
될 때 글쓰기 역량, 비판적 사고력, 복잡한 추론 능력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은 아마도
도구적 과목인 글쓰는 기법(Learn to Write)과 관련된 성격의 과목을 넘어서 학습연계글쓰기(Writing to Learn)
가 포함된 이른바 전공연계글쓰기(WAC) 과목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대학 글쓰기 교육의 취약성 및 보완 가능성
위 2절에서 살펴 본 미국 대학들이 평균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글쓰기 교과과정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학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대학의 평균적 수준보다 못한 글쓰기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
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에서 표준적으로 요구하는 글쓰기 필수 이수요건(3학점짜리 2과목)조
차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의 대학들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과 동일한 레벨
에서 비교 가능한 한국의 20개 정도의 상위권 대학에서도 글쓰기 과목은 1과목만 필수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3) 결국 학생 입장에서 1학년 글쓰기에서조차 글쓰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에 글쓰기집중 교과가 광범위하게 개설되는 것도 아니다. 전공연계
글쓰기(WAC)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대학 차원의 광범위한 글쓰기
집중 교과(WI) 또는 전공특화글쓰기(WID)를 도입한 대학은 찾아보기 힘들다.14)
앞에서 보았듯이 수업에서 부과되는 읽기와 글쓰기 과제의 양이 고차원 역량 향상과 상관관계를 지닌다면,
한국 대학생의 학습성과는 아마도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이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교양교육을 강
화해야 한다는 흐름은 최근 10년 사이의 변화이며 그나마 전공 중심의 교육 체제가 굳건한 한국 대학에서는
교양 강화, 특히 글쓰기 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저항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부실한 교양

13) 서
 울대(2019)는 2학점짜리 글쓰기 과목을 2개 이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세대(2019), 고려대(2018), 서강대(2019) 모두 글
쓰기 과목 1개만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14) W
 AC을 교양 또는 전공수업에 도입한 사례에 관한 연구로 이재성·김은영(2010), 배식한(2013), 주세형·김형석(2014), 김치
헌·원만희(2017), 박정희(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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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그리고 최소한의 글쓰기 교육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많이 읽고,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갖고, 그러
한 생각의 결과를 많이 써보도록 하는 교육, 즉 학생들의 고차원 인지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고등교육계에 충격을 안겨준 『학문적 표류』에 제시된 혁신 방안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
기 위해 눈여겨 볼만하다. 애럼과 록사는 먼저 대학을 이끄는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학부교육이 향상되려면 대학들은 학습하는 문화(a culture of learning)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
은 쉽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과정도 아니다. 이것은 총장, 학장, 처장,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의
헌신을 보여주는 사람을 포함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리더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학생 성
공은 대학의 우선순위가 된다.” 학생 성공, 특히 학습을 우선순위로 만드는 것은 미래의 행동에 대한 지
침과 초점을 제공한다. (Arum & Roksa, 2011: 127)

위에 제시된 리더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대학을 바라본다면, 단지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장 뿐 아니라 보직을 담당하는 교수들, 그리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이른바 리버럴아츠가 아닌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많은 경우 총장은 각자의 전
공분야를 가르치던 교수 중에서 나오게 되므로, 지금 각 분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교양은 물론 글쓰
기 교육에 공감하는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총장의 리더십에만 돌릴 일도 아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을 당장 바꿀 수 없
다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없이 교수자 각자가 수업을 통해서 학문적 요소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
면서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애럼과 록사가 제시하는 방안은 단순하다. 공
부에 쏟는 시간을 늘리고, 교수자는 학생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일정 수준의 읽기와 글쓰기가 요구되는
과목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복잡한 추론, 글쓰기 역량은 향상될 것이다
(Arum & Roksa, 2011: 129-130).

물론 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많은 대학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교수들은 적지 않은 수업
시수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연구중심대학은 소수임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들의 업적평가에 연구업적을
비중 있게 평가하는 현실, 그리고 다수의 교양과목 특히 글쓰기 과목은 전임교수들의 몫이라기보다는 강의전
담교수나 강사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교수들에게 교육의 질을 책임지라고 강요하기도 쉽지는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대학들은 대학혁신사업을 활용하
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며, 굳이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적 차원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5. 나가는 말
미국 대학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학들이 글쓰기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적
지 않은 장애가 앞에 놓여있지만, 논자는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대학생들의 학습성과와 고차원 인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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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전공연계글쓰기(WAC)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전공연계글쓰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글쓰기집
중(WI) 교과를 도입하고 필수과목으로 만드는 제안이 있었다(원만희, 2010). 아무래도 단순히 기초글쓰기를 넘
어서 수업에서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방식으로 글쓰기 역량을 비롯해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글쓰기집중 교과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의 전공마다 글쓰
기집중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여러 미국 대학의 사례
에서 보듯이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교양에서라도 1과목 이상 글쓰기집중 교과를 이수하도록 한다면, 교
양교육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위 20개 대학이라면, 미국의 일
부 대학에서 하듯이 학문 주제 중심의 1학년 세미나 형태로 글쓰기집중과목을 필수 이수하게 하는 것도 고려
해 볼만하다.15)
그러나 당장 글쓰기집중 교과 도입조차 쉽지 않은 일이라면 전공연계글쓰기의 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학습연
계글쓰기(WTL, Writing to Learn) 교과 도입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6) 학습연계글쓰기는 글쓰기가 학
습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 안팎에서 비형식적인 방식으로 짧더라도 수업의 주제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그에 대해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수업형태이다. 일단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
에 많은 학생들이 평가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따라서 글쓰기를 일종의 넘어야 할 장애물로 여기
지 않고 학습 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교수자 측면에서도 일일이 첨삭을 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수
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통상적인 글쓰기(Learn to Write)수업이 주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최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나 문제기반학습(PBL) 수업이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학습연계글쓰기(WTL) 교과를 혁신적인 교수학습법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 아닐 것이다.17)
다음으로 글쓰기센터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 향상이 결국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습성과 중의 하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글쓰기센터는 교수학습센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한국 대학에서 전공연계글쓰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글쓰기센터가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에게 글쓰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교수법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는 글쓰기집중 교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당국의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각 대학의 글쓰기센터들 간의 연대도 중요하다. 그래서 임선애(2017)의 제안처럼 대학
글쓰기협의회 구성을 통해 대학 간의 글쓰기 프로그램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지원하는 협력 체제를 갖출 필요
가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글쓰기센터 설립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15) 글
 쓰기집중(WI) 교과와 관련해서는 Farris & Smith(1992/2000), 1학년 세미나를 WAC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Brent(2005)를 참고할 것. 아울러 WAC 도입 등 글쓰기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관련 학습성과 평가 방안도 동시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대해 조사하는 K-NSSE에 글쓰기와 관련한 항목이 있으나, 글
쓰기와 관련하여 CLA와 같은 평가도구를 활용한 학습성과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습성과 평가는 교육과정
의 효과성을 진단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글쓰기 교육 강화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CLA 뿐 아니라
AAC&U가 설정한 필수학습성과에 대한 평가도구인 VALUE 루브릭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16) 학습연계글쓰기와 관련해서는 McLeod(1992: 2-4), Young(2006: 5-32) 등을 참고할 것.
17) 부
 산외대는 2017년 ACE사업의 일환으로 전공연계글쓰기(WAC)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박병철·김민회·이충
호·권경미, 2018). 이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2018년 학습연계글쓰기(WTL)를 각자의 수업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를
환류하여 2019년 1학기에는 교내 신청을 받아 교수 대상 워크숍을 진행한 후 7개의 학습연계글쓰기 과목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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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글쓰기센터가 멀고도 높은 이상이라면, 현재의 여건에서 글쓰기 교육을 대학교육의 중요 의제
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3년 미국의 대학 총장, 보직자, 교수, 교사 등 20여 명으로 구
성된 국가 글쓰기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Writing)가 글쓰기를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
을 역설한 보고서 『방치된 ‘R’ - 글쓰기 혁명의 필요성』(The Neglected “R” - The Need for a Writing Revolution)18)
을 미 의회에 제출한 것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하겠다. 한국에서는 대교협 부설기구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이 적어도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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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에 관한 토론문

김현정(순천대)
이 연구는 미국 대학의 유형별 글쓰기 교과의 이수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현실을 비
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쓰기 교육의 역사가 긴 미국 대학의 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2000년대에 이
르러서야 글쓰기 교육을 대학 교양필수로 지정한 한국 대학의 입장에서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대학은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 대학 재정 부족, 신입생 학력 저하 등과 같은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의 영향으로 인해 글쓰기 교육의 발전에도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
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에 이 연구는 한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에게 시의
적절한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이에 이 토론문에서는 한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애럼(Richard Arum)과 롯사(Josioa Roksa)의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대학의
1~2학년생들이 글쓰기를 비롯한 다양한 교양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추론력,
글쓰기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비단 미국 대학의 상황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대학 내에서도 글쓰기 교육의 필수화가 학생들의 기초 역량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또한 존재합니다. 글쓰기 교육이 중요하며 그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논의는 글쓰기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연구에서만 되풀이될 뿐, 대부분의 전공 교육을 중시하는 이들은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
은 인정할지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글쓰기 교육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이들은 글쓰기 교과목이 다른 교양교과목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용 대비 성과가 나오지 못
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기도 하며, 글쓰기 교육보다 더 시급한 기초 교육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글쓰기 교육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애럼과 롯사가 글쓰기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인 학습
량의 부족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애럼과 롯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연
구자께서 제안한 대안인 ‘총장을 비롯한 리더의 글쓰기 교육에 관한 강력한 의지’, ‘WAC의 도입’, ‘글쓰기 센터
의 역할 강화’ 역시 공감되는 대안입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글쓰기 센터 설립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국가 차원까지는 아닐지라도 최근 지역 대학 간의 연계 프로그램의 하나로 글쓰기 센터를 설립해야 한
다는 필요성이 지역 내에서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연구자의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연구자께서 제시한 학습 연계 글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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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합니다. 연구자께서는 전공 연계 글쓰기(WAC,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보다는 학습 연계 글쓰기(WTL,
Writing to Learn)가

현 글쓰기 교육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연계 글

쓰기에서는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가 별도의 첨삭이나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소개하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 연계 글쓰기의 교수학습법이 지니는 특징이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학의 유형이나 입학의 까다로운 정도와 관계없이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을 가져야
한다는 애럼과 롯사의 논의와 “학생들의 고차원 인지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자의 논의
에 주목하여, 대학 글쓰기 교육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의지 또한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
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들의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 더 강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
데, 오늘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글쓰기 과제 양을 줄이거나, 과제 수행 수
준을 낮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쓰기 교육의 내용도 과거에 비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사고력 개발보다
는 기술 중심의 글쓰기 교육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 대학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연구자
께서는 오늘날 한국 대학이 지향해야 할 글쓰기 교육의 내용이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
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자의 논의는 글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학문적 표류 상태”에 빠진 미국 대학의 현 상황과 이에 대한 대
응적 논의도 함께 소개해 줌으로써, 한국 대학의 글쓰기 교육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연구자께서 제
시한 여러 정책적 제안은 이미 한국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이 도입된 초창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에도 지속
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러한 대안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오늘날 현 한국 대학 글쓰기 교육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기존의 논의에서는 주로
대학 내의 정책적 제안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연구자의 이번 논의는 추가적으로 개별 대학 내의 노력에서 벗어
나 국가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한국 대학 글쓰기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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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4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 - 미국 사례와 국내 현황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
- 미국 사례와 국내 현황

최남진(초당대)

1. 서론
최근 대학들은 융·복합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획일화 된 교양교육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다. 이
런 측면에서 경제학은 합리적 사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과 교양교육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 실제로 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교양교육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대학은 사회적 리더 혹은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이
들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국민이 국가의 주
인으로서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및 의사결정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은 기초 지식을 함양
해 주어야 한다.1)
이런 명확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들 중 경제학을 교양교육으로 적극 활용하는 대학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교양교육으로서의 경제학과 전공으로서의 경제학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은 별도의 경제학부 혹은 경제학과를 두고 있다. 따
라서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 경제에 대한 과목을 듣고자 한다면 경제학과에 개설된 경제 관련 과목을 수강하
는 것으로 학생들의 요구(needs)를 대체하는 것이 국내 대학들의 현실이다. 이는 전공으로서의 경제학과 교양
으로서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발생한 부조화(mismatch)로 이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학생이 부
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학 영역 중 어디까지를 교양으로서 경제학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부분도 모호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제학원론을 교양으로서의 경제학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 많으나 이 또한 명확한 구분이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원
론은 향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 세부전공을 위한 바탕이 되므로 사실상 교양으로 이수하기에는 양과 난

1) 사
 실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부와 정치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인지해야 한다는 면에서 경제학
은 대학을 넘어 평생교육의 교양교육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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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2) 둘째,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은 과거 교양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경제학을 교양교육의 어느 부분에 포함시켜야 할 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대가
흐르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화하며 대학들은 특성화에 맞게 개편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교
양교육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각각의 특성화에 맞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교양교육으로 좁혀 접근해 보면 핵심역량에서 대부분 비슷한 항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 국내 대학의 현실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을 국내 교양교육으로서 접목하기 위해 글로벌 선진대학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우수사례 등을 바탕으로 경제학을 성공적인 교양교육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미국 사례(아이비리그 중심)
2.1.1.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하버드대학교는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
당 프로그램은 하버드대학교 모든 학부생들의 대학 커리큘럼 초석을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대학의 계열기
초, 필수교양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적으
로 문화(Aesthetics & Culture), 윤리와 시민 의식(Ethics & Civics), 역사 및 사회(Histories, Societies, Individuals), 과
학 및 사회과학(Science & Technology in Society)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버드 학생들은 4개의 영역 중
에 4개의 일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전까지 3개의 영역에서 반드시 성적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
경제학은 제 4영역인 과학 및 사회과학(Science & Technology in Society)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9년 현재
의 기준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정치경제와 미래(Political Economy and its Future), 정치경제의 세계화(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ization),

미국의 자본주의(American Capitalism)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하버드는 온라인 과정에 경제학을 별도로 개설하여 모든 학부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경제학을 듣고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온라인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경제학은 거
시경제학(Macroeconomic Theory), 미시경제학(Microeconomic Theory), 비즈니스 경제학(Economics of Business)
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인발 교육과정 및 온라인 과정 등을 통해 졸업 전 까지 최
소 1~2과목 이상의 경제학 수업을 접하고 있다.

2) 실
 제로 대부분의 경제학원론 서적(현대경제학원론(박영사), 버냉키·프랭크 경제학(박영사) 등)은 약 1천페이지 분량의 도서로
경제학과에서도 2학기에 나눠서 총 6학점으로 듣는 것이 대부분이다.
3) 대부분 대학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핵심역량은 종합적사고,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의사소통역량, 글로벌역량, 대인관계 등으
로 설정하여 획일화된 필수 교양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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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MIT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는 공과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심도 깊은 교양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 대학교의 교양교육 운영시스템은 대부분 졸업 필수조건을 포함하여 1, 2학년에
4)

이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MIT대학교는 총 8학기 동안 인문, 사회과학, 예술 분야 중 학생이 원하는 교

양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각각의 분야에는 100여개 이상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
에 다양성 면에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 경제학과 관련된 과목은 사회과학분야에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MIT대학교 재학생들은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수강할 수 있고 이는 졸업하
기 위한 필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MIT대학교는 이런 기본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온라
인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실제로 MIT대학교 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에 온라인
으로 개설된 교양과목을 이수함으로서 학점을 부여 받거나 추후 학기 중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IT대학교의 교양으로서 경제학은 사회과학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시경제(Micro Economics), 거시경제(Macro
Economics), 정치경제와 경제개발(Political economy and Economic Development), 미시경제학 이론과 공공정책, 미시경제

학원론(Principles of Microeconomics) 등이 있다. 특히 미시경제학원론은 MIT대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과정
으로 선정되어 대부분의 MIT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MIT대학교는 공대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사회적
리더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으로 경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일부 대학교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길게 잡아도 3학년 이내에 교양을 이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 - 미국 사례와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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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코넬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은 총 9개의 과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공과정과 겹칠 수(overlap)수 있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양교육을 전공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코넬대학교 교양교육은 물리 및 생물학적 과학(PBS-AS), 수학 및 양적이론(MQR-AS)의 범주에서 과학 및
정량 추론의 4가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5개 범주 중 4개 과목에서 3개 이상
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코넬대학교의 이런 교양교육은 졸업여건과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코넬대학교의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은 수학과 양적 추론 및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속해 있으며 과목으로
는 응용 경제 및 관리(Applied Economics and Management), 경제학(Economics), 사회 과학에 대한 확률 모델 및
추론(Probability Models and Inference for the Social Sciences), 응용 계량 경제학(Applied Econometrics), 통계 및
확률(Statistics and Probability), 계량경제학(Econometrics), 결정이론(Decision Theory), 게임이론(Game Theory),
횡단면 및 패널 계량경제학(Cross Section and Panel Econometrics) 등이 있다. 코넬대학교에 개설된 경제 관련 교
양과목과 졸업요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코넬대학교는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단순 경제시스템 이해를 넘
어 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사회적 리더의 소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교양과목은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교양교육으로서 경제
학을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하길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국내 사례 및 적용 방안
이전부터 글로벌 선진대학들은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양교육으로서의 경제학에 대
한 커리큘럼 및 이수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시켜왔다. 반면 국내 대학들은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의 중요
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획일화된 교양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학과 및 경제학부에 개설
된 전공과목과의 명확한 경계점을 찾지 못하며 교양으로서 경제학을 활용,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대학교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교양필수 및 선택 과목으로 운
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양과목으로서 경제학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5)
국내 대학들도 글로벌 선진대학들처럼 졸업여건을 정하여 학생들에게 경제학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교양교
육 수준에 적정한 경제학 커리큘럼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경제학에 대한 기초교육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양과목 개설을 통해 사회적 리더로서 국민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국내 대학의 환경적 여건은 글로벌 선진대학들과 다르다는 점도 인
지해야 한다. 국내 대학들은 규모나 재정여건 면에서 글로벌 선진대학들과 비교가 어려우며 특히 소수의 특성
화된 지방대학들은 직접비교 자체가 의미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을 포함한 국내 대학들의 여건에 맞춰 선진사례를 접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하기 위

5)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강대학교에서는 중핵필수 과목으로 『경제와 사회』, 『기업과 경영의 이해』 등의 과목
을 개설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경제학개론』, 『국가발전의 기본원리』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필수
교양으로 『경제학입문』, 『자본주의사회 이후의 경영』 등의 과목을 개설하였고 한양대학교는 핵심교양으로 『현실경제의 이해』,
『금융시장의 이해』, 『부동산 금융론』 등을 개설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는 기초교육으로 『경제학입문』 을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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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글로벌 선진대학들처럼 우선 교양교육에 대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글로벌 선진대학들의 사례
에서도 확인했지만 이들 대학들은 획일화된 교양교육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학의 특성 및 규모에
맞게 교양교육의 틀을 맞출 필요가 있다.6) 다음으로 국내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학과나 경제학부의 전임
교수를 교양 경제학 교수와 분리하여야 한다. 글로벌 선진대학들도 교양으로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전임교수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유는 전공으로서의 경제학과 교양으로서의 경제학은 목적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공으로서 경제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연구원이나 금융인, 경제
관련 공무원 등을 목표로 학습하지만 교양으로서 경제학은 사회적 리더 혹은 국민으로서 기초 소양을 함양하
기 위함이기 때문에 양과 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7) 마지막으로 교양으로서 경제학의 교재는 전공으로
서 경제학 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앞서도 언급 했지만 국내 대학들은 경제학원론, 경제학입문 등의 교
양수업을 개설하고 경제학 전공서적인 “경제학원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공서적들은 분량과 난이
도 면에서 보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교양으로서의 경제학과는 큰 괴리가 존재하며 자칫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국내 대학 중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을 접목시켜 교양교육의 틀을 완성
한 초당대학교의 사례를 국내대학들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초당대학교는 항공에 특화된 지방대학교로 입
학정원이 1천명 미만인 소형대학교에 속한다. 초당대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교양과목 필수에 경제학을 삽입
하여 선택적으로 경제학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수정하였다. 또한 교양학부에 경제학 박사 전임교원을 충원하여
교양으로서 경제학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경제학 기초8)』를 집필하
여 모든 학생들이 교양과목으로서 경제학을 이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완성하였다. 더욱이 초당대학교는 교
양교육의 기존틀을 벗어나 소형대학의 특성화에 적합한 교양교육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9) 이런 초당대학교
의 사례는 경제학이 교양교육으로서 국내 대학에 접목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경제학은 학문으로서의 중요성도 갖지만 시장경제의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다는 점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부 및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으로서 중요성 역시 인지되어 왔다. 실제로 글로벌 선진대학들은 일찍부터 경제학을 교양교육

6) 입학정원이 2~3천명인 대학교와 입학정원이 1천명 미만인 특성화 학교가 동일한 교양교육의 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7) 실제로 경제학과 전공 전임교수들은 교양교육으로서의 경제학을 강의할 때 난이도 조절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8) 해
 당 도서는 전공으로서 경제학에서 느끼는 어려운 단어들과 수학적 해석들을 최소화 하고 실증적인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모든 대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경제학을 학습할 수 있는 수준과 양으로 집필되어 있다. 현재 해당 교재를 사용하여 교양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안양대, 충남대, 건국대, 교통대, 백석대, 상지대, 위덕대, 청암대 등이 있으며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9) 초
 당대학교는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적 틀을 완성해감에 따라 교양으로서 경제학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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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입하여 모든 학생들이 경제학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하였으며 경제 관련 교육과정의 다양
성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대학들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양교육의 틀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환경 및 재정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경제학을 교양으로 접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교양으로서 경제학을 인지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 역시 전공으로서의 경제학과 경계가 모호하며 담당교
수 및 사용 교재에 대한 적절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들은 글로벌 선진대학들처럼 획일화된 교양교육의 틀을 벗어나 교양으로서 경제학을 수용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전공으로서의 경제학이 아닌 교양으로서의 경제학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글로벌 선진대학들의 커리큘럼을 참고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잘 적용하
고 있는 초당대학교의 커리큘럼을 참고 할 수도 있다. 또한 글로벌 선진대학들과 같이 교양으로서 경제학을 담
당할 전임교원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경제학 전공교재가 아닌 교양으로서 경제학에 대한 교재를 글
로벌 선진대학들과 초당대학교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모든 대학생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양으로서 경제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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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교양교육으로서 경제학”에 대해

황관석(국토연구원)
먼저, 교양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경제학’의 토론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학은 학문적인 영역을 떠나서 정치, 사회, 문화와 같이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문
으로서의 경제학도 중요하지만 교양으로서 일반 대학생을 위한 교육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
에서 강단에서 교양으로서 경제학 교재를 개발하고 직접 강의하고 계신 최남진 교수님께서 교양으로서의 경제
학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대학들의 주요 사례와 국내 대학들의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
시한 발제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 경제학은 많은 수식과 그래프가 있는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
여 경제학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사고와 접근방법은 여러 학문의 중요한 기초
가 되며 경제학의 많은 경제 원리와 관련지식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요소
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모든 학생들에게 교양으로서의 경제학 관련 과목들을 교양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전공으로서의 경제학과 교양으로서의 경제학에 대한 구분히 모호할 수 있
으며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교재가 아닌 교양으로서의 전문교재도 필요하
고 교양으로서의 경제학 강의 또한 경제학부의 전임교수가 맡기보다는 교양으로서의 경제학을 강의하는 전임교
수를 별도로 두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교수님 또한 초당대학교에서는 교양학부
의 교양 경제학 전담교수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교양교육을 위한 좋은 교재를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미국과 다른 우리나라 대학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운
영하기 보다는 대학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경우 교
양학부 전담 교수를 별도로 두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면 경제학부 전임교수 중에서 교양교육을 특화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 사례를 참조하여 학생들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학교별로 보다 심화된 미시경제, 거시경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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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 등 특정 분야를 강화하여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다른 학문과의 융합하여 정치와 경제, 기업과 경
제, 부동산과 경제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탁 또는 질문을 드립니다.
1. 전
 공으로서의 경제학과 다른 교양으로서의 경제학 교재를 개발하고 강의를 하는데서 어떤 부분을 고려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대
 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교양학부 전담 교수를 초빙하지 못할 때, 경제학부 전임 교수를 통해서도
교양으로서의 경제학을 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교양으로서의 경제학을 수강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나 성취도 분석을 한다면, 보다 좋은 경제학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당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 더 심화된
경제학 강의나 다른 분야와 연계된 강의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
면 추가적으로 어떤 과목들의 개설을 검토해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대학생의 경제학 교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번 토론을 맺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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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5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 교양교육 사례 연구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 교양교육 사례 연구

이현주(조선대), 이진아(와이카토대)

1. 서론
교양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침을 받아 길러지는 것을 말한다(표준국어 대사전). 여기서 가르침은 한 개인이 가
져야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수준의 지식이나 상식, 정서, 도덕을 의미 한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산업사회에 들어 도제교육이 일반화되면
서 개인이 가져야할 지성과 도덕성 보다는 기능이나 기술을 지향하는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자본의 흐름
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짙어져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다 더 다양
한 지식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학교에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대학에
서는 교양과목을 선택이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양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제까지 국내 대학에서는 원류가 되는 미국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는 아시아권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비교적 연
구가 미진한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교의 교육제도와 교양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호주의 대학 교양교육과 사례
2.1. 호주의 교육제도
1) 호주의 교육체계
호주의 교육제도는 영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크게 유치원, 초등교육과정(Primary Education), 중등교육
과정(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과정(Tertiary Educ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획일적인 6334제를 택하고 있으나, 호주의 교육제도는 각
주마다 약간 씩 다른 교육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6423제 또는 7323제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의 대학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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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대학 중 3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교로서 연방정부에 의
해 매년 엄격한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대학은 다양한 전공 과정이 있으며, 연구 중심의 대학
이나 실용적 프로그램의 대학 등으로 대부분 특성화되어 있어 학교 간 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 이것은 정부, 교
육기관 및 산업체들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 등 철저한 인증기준을 통하여 학과의 높은 질적 수준을 유
지하는데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교육체계는 <표 1>과 같다.
<표1> 호주의 교육체계
구분

학위/학력

초등학교(Primary)
중고등학교

수료기간

입학조건

6년/7년
10학년 수료증
(중학교 졸업장)

4년/3년

초등학교 6·7년 수료

(Secondary)

12학년 수료증
(고등학교 졸업장)

2년

10학년 수료
(한국 고등학교)

주립전문대학

Certificate 1-4급
Diploma
Advanced Diploma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호주 10학년 수료
호주 12학년 수료
디플로마 수료

3년

호주 12학년 수료
(우리나라 고3)
한국대학 1년 이상 수료
TAFE 수료중 하나에 해당

(TAFE)

학사학위
(Bachelor's Degree)
대학교

협동학위
(Combine Degree)
우등학위
(Honours Degree)

4~6년

수료증
(Graduate Certificate)

6개월~1년

준석사
석사

대학원

박사
(Doctorate, PhD)

특정과목에 한함

학사학위
1년
1~2년

학사학위
Honours Degree 우등학위
또는 학사학위 경력
Honours Degree 우등학위

3년이상

2) 호주의 대학 체계
호주의 대학학위 체계를 살펴보면 학사학위(Bachelor Degree)와 협동학위(Combine Degree) 우등학위(Honours)
가 있다. 일반적인 학사학위 이수기간은 3년이다. 이에 속하는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과학계열, 상경계열 등이
포함된다. 공학, 농학, 일부 예체능계열학과는 4년, 건축학, 치의학, 수의학은 5년, 법학, 의학은 6년이다. 학부
과정의 경우 복수 또는 협동학사학위(double or combined Bachelor Degree)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2개의 학사학
위를 받도록 운영(예술, 통상, 법률 및 과학 분야)되는 경우도 있다.

3) 호주의 교육제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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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교육과정은 초등, 중등, 고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등과정의 경우 다시 주니어와 시니어 과정으
로 나뉘게 된다.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1)는 존재하지만, 보통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의 주니어 과정인 10년까
지가 의무교육으로 분류되며, 시니어 과정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과 2년제 전문대학(TAFE)과정 진학으로 선택
할 수 있다.
따라서 10학년까지 의무교육기간을 마친 학생들 중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11, 12학년에 진학
하여 대학교에서 공부할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수업을 듣고 그에 맞는 입시 준비를 하게 되거
나, 더 이상의 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들은 10학년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거나 혹은 필요한 직업
과정, 또는 원하는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로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호주에서는 고 1학년 때 대학에
서 어느 계열(Stream)을 공부할지 결정을 하고 11, 12학년에 대학에서 공부할 계열의 1학년 과정의 공통교양과
목과 전공기초과목을 미리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경영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
열, 의료계열, 예술계열로 세분화 되어 있어 학생들이 보다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2.2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사례
시드니시 남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교는 산업과 사회 발전이 급속히 요구되는 당시
의 사회분위기와 기술과 응용과학에 대한 관심 증대에 의하여 1949년 The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Technology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1953년 의학계와 인문계열이 새로이 신설되고 같은 해에 뉴 사
우스 웨일즈대학교(The New South Wales University)로 학교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교는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현대식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스포츠 센터와 훌륭한 오락 시설을 겸비고 있어 학생들
의 교양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교는 연구 중심 대학교로서 고등학교 11-12학년에 모든 교양과목과 대학에서 학생들
이 전공하고자 하는 기초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 학교는 내신 성적과 수능성적을 상대평가로 산정한
성적에 의해 입학 할 수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교는 호주 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Group of Eight(8개 대
학교)2)의

그룹에 해당되며 이들 대학들은 비슷한 수준의 교양교육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양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제를 뛰어 넘는 사고를 경험하게 하고 유연한 접근과 비판적 분석 능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일상 및 직장에서 마주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 확장시키도록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단일 단과대학 내에서 단수 또는 복수 전공 학위를 위한 학생의 교양교육 이수요건은 동일하며, 해당 단과
대학 또는 타 단과대학이 제공하는 교양교육 과정 내에서 최소 12 Uoc(Unit of credits)을 취득해야하고, 전공
프로그램의 필수과정 이외에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 1)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타즈매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 지역 4개의 주에서는 초등교육이 6년, 주니어 중등교
육이 4년 퀸즈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테러토리 4개 주에서는 초등교육이 7년, 주니어 중등교
육이 3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호주국립대학교(ANU), 멜버른대학교, 퀸즐랜드대학교(UQ), 아들래이드대학교, 모나쉬대학교,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UNSW), 시드니대학교, 서호주대학교(U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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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호주 고등학교 교양과목
호주의 교양교육은 이성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법을 습득, 발전, 전개 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
다. 학생으로 하여금 쟁점 및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책임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양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 일반계고등학교(Junior)교양과목
LINE 1

LINE 2

LINE 3
• 고대역사
• 경영학
• 화학
• 불어

Year
11

영어

수학

• 지리학
• 법학
• 음악
• 물리학

Year
12

영어

수학
법학

LINE 4

LINE 5

• 생물학

• 시각에술

• 경영학

• 생물학

• 화학

• 드라마

• 디자인과 기술 • 경제학
• 경제학

• 식품가공학

• 엔지니어링

• 독어

• 일본어

• 법학

LINE 6 a

LINE6 b

생물학

• 영어심화1
•스
 포츠라
이프스타
일및레크
리에이션
연구

• 사진
• 수학심화1
• 종교학

• 체육

• 근현대사

•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개발

• 사회문화

• 물리학

• 경영학

• 시각예술

• 고대역사

• 화학

• 생물학

• 생물학

• 디자인과기술

• 경영학

• 화학

• 엔지니어링

• 화학

• 경제학

• 식품가공학

• 법학

• 불어

• 영어심화1 • 수학심화1

• 지리학

• 물리학

• 독어

• 종교학

• 근현대사

• 사회와문화

• 음악

• 체육

•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개발

• 물리학

• 물리학

방과후수업

생물학

• 종교학

•지
 역사회연어와
언어학교(공립
연어학교)

방과후수업

• 드라마
• 섬유(직물)
• 일본어언어 학교

3. 뉴질랜드의 대학 사례
3.1. 뉴질랜드 대학
뉴질랜드에는 총 7개의 일반 종합대학과 1개의 특수 대학이 있다. 종합대학에는 University of Auckland,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UT), University of Waikato, Massey University,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University of Canterbury, 그리고 University of Otago가 있다. Lincoln
University는 뉴질랜드의 특성을 반영하듯 농업전문 단과대학에서 현재는 Specialist Land-based 종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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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거듭났다. 이 모든 8개의 뉴질랜드의 대학들은 세계 대학들 중 500위 (3%) 안에 들어간다.
2017년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전일제 등록학생 기준으로 총 131,770 명이 이 대학들에 재학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중 11%는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 16%는 국제 학생들, 그리고 30%는 대학원 과정(Postgraduate)
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2017 뉴질랜드 대학별 등록현황

전일제 등록학생 기준

대학

학생수

오클랜드 대학

33,366

오클랜드 과학기술 대학

19,716

와이카토 대학

9,892

매시 대학

18,653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

17,456

캔터버리 대학

13,089

링컨 대학

2,695

오타고 대학

18,457

3.2. 와이카토 대학의 교육 체계
뉴질랜드의 여러 대학 가운데 와이카토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위과정 내에서 교양관련 과목들이 어떻게 구
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와이카토 대학은 뉴질랜드 북섬에 위치한 오클랜드 남동쪽으로 112km 지
점에 위치한 해밀턴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해밀턴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65,400으로 다양한 주변 여
건으로 인하여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와이카토 대학은 1964년에 개교하였고, 1998년 타
우랑와(Tauranga) 캠퍼스를 개교함으로써 와이카토 지역뿐 아니라 Bay of Plenty 지역까지 대학교육의 배움
의 장을 널리 열어주고 있다.
와이카토 대학은 최근 2020 QS 세계대학 랭킹 266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교육대는 상위 150위에 위치해
있다. 10개의 단과 대학이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 및 자격과정(Qualifications)으로는 Foundation Certificates
(기초자격증), Bachelors Degrees(학사학위), Diplomas and Certificates(디플로마나 수료 과정), Masters Degrees
(석사학위),

그리고 Higher Degrees(박사학위)가 있다.

이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학위 과정은 3년간의 일반 학위과정이다. 법학과와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환경계획과는 4년 과정이며, 거의 모든 3년의 학위과정에는 우등 졸업학위(Degree with Honours) 과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등 1년 과정을 거칠 경우 석사과정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1년 과정은 보통 120학점
(point)을

이수해야 하는데 각 과목(Paper) 당 학위 과정은 15에서 20학점, 그리고 학위 이상의 과목들을 보통

30학점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1학년 학생들은 15학점 과목들로 1년에 8과목 정도를 이수하게 된다.

3.3. 와이카토 대학의 학위과정에서의 교양교육 사례
일반적인 학위 과정 중 사회과학 학위를 중심으로 교양교육 사례를 살펴본다. 사회과학부 에서 전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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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로서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학, 디지털러닝, 경제학, 교육과 사회 등이 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크게 전공과목(Major papers), 필수교양 과목(Compulsory
papers),

그리고 일반선택(Elective)으로 구성된다. 아래와 같이 1학년은 100레벨 전공x 2, 필수교양x 4, 일반선

택교양x 2, 2학년은 200레벨 전공x 3, 필수교양x 2, 일반선택교양x 3, 그리고 3학년 300레벨 전공x 4, 필수
교양x 1, 일반선택교양x 3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사회과학대학 학위 플래너 개요(Degree planner-Bachelor of Social Sciences overview)

Year 1

100 Level
Major

100 Level
Major

One from
List A

ARTSC111
Social
Science
Theory and
Action

Year 2

200 Level
Major

200 Level
Major

200 Level
Major

One from
List B

300 Level
Major

300 Level
Major

300 Level
Major

300 Level
Major

Year 3

Field of the Field of the
Degree 100 Degree 100 Elective
Level
Level
SSRES200
or

Elective

Elective

Elective

Elective

Elective

Elective

Elective

PSYCH211
One from
List C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학년 학생들은 단과대학 혹은 학부에서 요구하는 네 과목의 필수교양과목을 선택해
야 한다. 그 구성은 주어진 List A 과목 중 한 과목, 전공 1학년 레벨 (100 Level) 중 두 과목, 그리고 모든 사
회과학대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1학년 과정 과목인 <사회과학 이론과 행위(Social Science Theory and Action)>
로 구성된다. 2학년 학생들은 두 과목의 필수교양을 선택하는 데 그 구성은 List B 과목 중 한 과목 선택, 그
리고 SSRES200(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또는 PSYCH211(Understanding Psychological Research) 중
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마지막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은 List C과목 중 선택해야 하는데 이 과목들은 대개 현장
실습과 관련된 과목들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이점인 List A, B, C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자(<표 5> 참조). List A는 사회과학분야의
학업에 기초가 되는 3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List B는 이중문화(Bicultural)의 나라인 뉴질랜드의 특성을
강조한 문화적 관점과 관련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마오리 또는 토착문화와 관련된 대학 내의 어떤 과목
도 이수가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List C는 직업관련 배움과 관련
된 과목들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일반선택과목(Elective papers)은 대부분의 학위 과정에서는 전공과목 또는 필수과목들 외의 과목들
로 구성된다. 이런 일반선택과목은 대학 내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정들에서 선택(그 과목 수강 자격이 될 경우) 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닌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The University of Waikato, 2019).
<표5> 사회과학 대학 과목 (BSocSc Papers)
• ARTSC101 Indigenous Social Science Research (토착인의 사회과학 연구)
List A: Academic Foundations

• ARTSC103 Rights and Reason (권리와 근거)
• ENSLA103 Undergraduate Research Writing for ESL Students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
을 위한 학부생 연구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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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에 한정되지 않는 마오리와 토착민 연구과목 또는
• ANTHY101 Exploring Cultures: Introduction to Anthropology (문화탐구: 인류학입문)
• ANTHY102 New Zealand and the Pacific (뉴질랜드와 패서픽)
• ANTHY201 Ethnicity and Identity (민족성과 자아정체성)
• ANTHY202 The Polynesians: Tangata o Te Moana (폴리네시안)
• DSIGN252 Cultural Perspectives in Design (디자인에서 문화적관점)
• EDUCA200 Te Hononga Tangata (교육학)
List B: Cultural Perspectives

• ENGLI200 Global Fictions (글로벌 소설)
• FRNCH231 French Language-Intermediate 1 (프랑스어-중급1)
• GEOGY219 Maaori Lands and Communities (마오리 땅과 커뮤니티)
• INTLC101 International Languages and Cultures (국제 언어들과 문화)
• HISTY225 Indigenous Histories: Narratives, Ethics and Decoloniality (토착민 역사: 네러티브,
윤리와 비식민화와 관련된 비판이론)
• LINGS203 Language, Society and Culture (언어, 사회, 문화)
• LEGAL211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G
 lobal Perspective (국제적, 비교적 법:
글로벌 관점)
• ARTSW300 Arts and Cultural Festivals (아트와 문화 페스티벌)
• ARTSW301 Professional Practice in the Arts (아트분야 전문적 실습)
• ARTSW302 Work-Related Arts Research Project (직업 관련 아트 연구 프로젝트)
• LINGS301 Research Apprenticeship (연구 수습)
• MEDIA307 Professional Studio Production (전문적 스튜디오 프로덕션)

List C: Work-Integrated
Learning

• POPST300 Population Studies Work-Related Project (인구학 직업 관련 프로젝트)
• PSYCH300 Work Placement in Psychology (심리학 실습)
• SOCSC300 Work-Integrated Learning-Work Placements (직업 통합 배움-실습)
• SOCSC301 W
 ork-Integrated Learning-Work-Related Project (직업 통합 배움-직업관련
된 프로젝트)
• SPNSH300 Spanish Internship (스페인어 인턴십)
• WRITE396 Writing Studies Work Placement (직업 실습 글쓰기)

3.4. 교사양성 과정에서의 교양교육 사례
일반적인 학위과정과 달리 교사양성과 같은 직업전문교육에서의 교양교육은 교양과목의 선택지가 다양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사양성과정의 3년 학위 과정을 보면 필수 과목 (Compulsory)은 일반적 교육과 관련
된 과목들로, 그리고 전공(Stream) 과목들은 교사로서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들로 이루어진다. 일반선택과목
(Elective)에서는

1학년은 1과목, 2학년 1과목 그리고 3학년은 2과목으로 들어야 한다. 이에 반해 일반학부졸

업자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Graduate Diploma of Teaching 1년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교사자격증
을 받게 된다. <표 6>은 교사양성 과정에서의 교양교육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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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사양성 과정에서 교양교육

4. 결론
본 연구는 해외대학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학 교양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큰 틀에서 영국식 교육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교양교육이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가는 각 국가마다 어떤 교육 정책을 취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호주는 오랫동안 주별 교육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국가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주 정부가 대단위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서 2011년 9
월부터 새롭게 개발된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가 국가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첫째, 사
회변화에 따라 호주교육에 새로운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 둘째, 세계수준의 질 높은 학교교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 셋째, 학교교육을 통해 21세기 모든 직업에
서 필수적인 기술과 가치가 함양될 필요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호주는 이처럼 21세기 다양한 세계변화에
대한 준비를 순차적으로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달리 호주의 교양교육은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고등
학교 후기 과정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고등학교 교양교과목은 그 수준과 다양성에서 우리에게 적
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반면 대학에서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교육이 주를 이루는
전문,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뉴질랜드 대학의 교육과정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3년제의 전공교육과정 위주로 구성된다. 교양교육은 별도
로 시행되지 않고, 전공교육 프로그램의 범주 안에서 부가되는 특징을 지닌다. 사례로 살펴 본 와이카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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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또한 뉴질랜드의 일반적 경향을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 대학에서는 학문하는 방법과 기초지식의 습득에 교양교육의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
서의 자유교육과 일반교육의 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양필수의 범위가 줄어들며, 전공
과 선택과정의 폭이 커진다. 이는 저학년에서 전공의 튼실한 기초를 다진 후 학습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학
습의 자유를 최대한 살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뉴질랜드는 전공과 교양의 관념론적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며, 전공이나 교양 모두 학생들의 실제적 학문 활동에 도움을 주게 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식의 도구적 가치와 학문적 방법의 강조는 급변하는 시대에 학생들에게 절실한 문
제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한 최상의 방책일지도 모른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호주는 대학 이전에 학문기초교육 위주의 교양교육의 틀을 다잡고, 대학에서
는 오직 전공과 학문 탐구에 매진하도록 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교양교육과 대학의 수월성 신장을 연계하는
호주와 교양교육을 문화의 다양성과 연결하는 뉴질랜드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글로벌 시대의 신자유주의
추구와 날로 극심해 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와 가속화된 변화에 대응할 수 있
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교양교육에 있음을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는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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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 교양교육 사례 연구”에 대해

반덕진(우석대)
이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의 교양교육 사례 연구라는 점에
서 가치가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영연방 국가의 대학들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3년제 체제라는 점입니다. 이는 오랫동
안 3년제 체제를 운영해온 영국 대학 제도와 관련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연방 국가들이 3년제로 대학을 운
영하는 것은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교양교육을 이미 고등학교에서 이수하고 대학에 오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들에게 전공교육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1999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유럽 대학제도 표준화 프로젝트인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서도 학사학위 과정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4년 동안 교양교육
과 전공교육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비유럽 대학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 연구도 호주와
뉴질랜드의 일반 대학들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양교육을 거의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다 해도 우리나라나 미국의 대학들에 비해 그 비중이 훨
씬 작은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의 교양교육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해
집니다.

1. 서론에 관한 내용
① 서론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두 가지 내용이 연상되었습니다.
하나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자주 지적하는 ‘교양교육에 대한 그릇된 통념’ 중에서 “교양을 확장된 상식,
취미생활의 내용이나 방법, 생활관리지침, 용모와 매너에서 ‘멋 내기’ 기술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고, 다른 하
나는 19세기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매슈 아널드(Matthew Arnold)가 『교양과 무질서(Culture and Anarchy)』에서 교
양의 목표를 “자기완성을 향한 인류의 충동을 표현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노력”으로 본 내용입니다. 이처럼 교
양을 ‘자기 형성’과 ‘자기완성’이라는 좀 더 심원한 세계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② “그러나 근대산업사회에 들어 도제교육이 일반화되면 개인이 가져야할 지성과 도덕성 보다는 기능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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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지향하는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근대산업사회에 들어 도제교육이 일반화되었다는 내용은, 어려서부터 스승으로부터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
나 기능을 배우는 도제교육(徒弟敎育)의 경우 공장제 기계 생산이 시작된 산업혁명 이전의 1:1 교육방식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거리가 느껴집니다.
③ “현대사회에 이르러 학교에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
대학의 교양교육은 대학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역사에서 현대적 의미의 대학
은 중세 대학에서 기원하고 있는데, 중세 대학에서는 교양과정으로 7자유교과, 즉 3학(문법학, 수사학, 논리학)과
4과(산수, 기하, 천문, 음악)를 가르친 후, 전공 과정(박사 과정)으로 신학, 법학, 의학을 가르쳤습니다. 교양교육은
이미 중세 대학에서 시작되어 1000년의 서양 대학사에서 전공 교육과 함께 대학 교육의 두 축을 형성해 왔을
만큼 교양교육의 역사는 장구하며, 중세 대학은 곧 교양 중심 대학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호주의 대학 교양교육과 사례에 관한 내용
“호주의 고등학교 교양교과목은 그 수준과 다양성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는 부분에
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뉴질랜드의 대학 사례에 관한 내용
<표 4>에 의하면 교과과정이 전공과목 9개, 필수교양 7과목, 일반선택교양 8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오히려
전공과목보다 교양과목의 비중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에서는 “뉴질랜드 대학의 교육과정은 영국의 영
향을 받아 3년제의 전공교육과정 위주로 구성된다. 교양교육은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전공교육 프로그램의 범
주 안에서 부가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 결론에 관한 내용
“호주가 국가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 둘째, 세계수준의 질 높은 학교교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동시에 추구하기가 쉽지 않은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을 호주에서는 어떻게 구현하
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 교양교육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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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시대,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와 교양교육의 방향

정연재(인하대)

1. ‘강단에 선 현자’ 이후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캠퍼스의 무게중심을 교수자에서 학생으로 옮겨놓은 터닝 포인트라면,1) 4차 산업혁명
은 학생중심의 문화를 진전시키는 동력이다. 교수(teaching)에서 학습으로, 교과과정중심에서 프로젝트중심 학
습으로, 일방적 지식전수교육에서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상호학습으로, 단기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일원화된
교실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현장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시적 사례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고등교육 담론에서 학생 성공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혁명의 본질이 ‘자동화’(automation)이며 무엇보다 인간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 취업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했던 대학은 그 존립근거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기본부터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다. 대학의 고유기능 가운데 하나인 ‘교육’의 근본적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교육은 교육의 최종경험으로서 ‘고등교육’의 위상을 상실하고 중등교육과 전문교육의 경계
에서 표류하고 있다(정연재, 2019). 입시 위주의 중등교육에서 유보된 교육경험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육적 책무
가 증가하였다. 일례로, 치열한 입시경쟁의 구도 속에서 자아 탐색과 공동체적 가치 함양을 기본으로 하는 인
성교육이 유보됨으로써, 대학에서 윤리적 성숙과 공존의 리더십을 갖추는 교육을 시행하는 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이과라는 확실한 구분 아래서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전공간 경계를 넘나드는 태도를 갖추
게 하기 위한 융합교육을 시기키 위해서는 융복합기초교육을 별도로 설강하여 적응기를 두어야만 한다. 철저
하게 수동적이고 관리받는 데 익숙한 고등학생을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를 갖춘 성숙한 대학생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신입생 교육은 더더욱 필요하다. 일방적 지식전수형 강의와 정답찾기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의사소통교육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 이전에 비해 교양

1) 애
 리조나 주립대학의 헌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학교육의 핵심가치는 ‘배제’와 ‘선택’이 아니라 ‘포용’과 ‘성공’으로 자리매김되
고 있다. “ASU is comprehensive public research university, measured not by whom it excludes, but by whom it
includes and how they succeed.” 또 다른 맥락에서 스트래인지와 배닝 역시 지난 50년에 걸친 대학의 혁명적 변화는 ‘학
습참여’(student engagement)와 ‘학생성공’(student success)이라는 새로운 내러티브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Strange ＆ Banni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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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담당해야 할 영역과 책무가 훨씬 확대된 것이다.
지식수명의 단축과 지식의 폭발적 성장은 기존의 분과학문 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전공 및 전문 교육은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선언적 측면에서 강조할 뿐 지식융합에 대한 효과
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술전문직(academic profession)으로서 교
수자의 자세다. MOOC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인공지능이 일대일 맞춤형 개별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인공지능
어드바이저가 학사, 시간관리 등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조언을 해주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수자로서
의 위기감이나 강단에 선 현자 이후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과연 기계가 도저히 할 수 없
는 영역만이 교육의 영역으로 남게 될 때, 교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포스트휴먼 시대를 대비하여 청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 4차 산업혁명과 고용의 변화, 그리고 교육
다음의 제시문은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변화가 청년들의 노동과 직업, 인간관계, 삶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가상사례다.2) 무엇보다 대규모 고용이 사라진 고용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모
습은 전환기적 국면에서 교양교육의 책무를 일깨우고 있다,
A씨는 30대 초반의 프로그래머다. 특정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은 아니지만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
한 경험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스스로를 긱 이코노미(gig economy)3)의 전도사로 자처할 만
큼 자부심이 대단하다. 서핑과 스키를 즐기는 휴가기간에도 필요할 경우 일을 할 때가 있다. 하루 중에
가장 업무효율이 높은 시간을 선택하여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지구 반대 편에 있는 프로그래머가 이
어받아 일을 진행한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A씨는 집도, 차도 없지만 스스로 공유경제를 실천한
다고 자부한다. 주거는 에어비엔비로, 이동은 우버로 해결하고, 자신의 일거리와 일에 필요한 자원들
은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 집에 잠시 머문다. 친구들은 역마살이 있다고 하지
만 본인은 스스로 코스모폴리탄 노마드라고 생각한다. A씨는 본인이 원하는 삶의 질에 최적화된 생활
방식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우선 일과 여가, 노동과 재미의 균형을 추구하는 호모 파덴스(homo fadens)4)에게 기다리고 있는 고용시스템
은 대기업 중심의 장기고용체제가 아니라 임시고용체제인 긱 이코노미다. 노동 형태와 질이 지금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효율성과 기술변화가 촉발시킨 새로운 형태의 고용 환경에 학생들을 제대로 적응시
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adaptability)을 키워주는

2) 다음의 사례는 한준의 글(2019)에 나온 예시를 발췌 및 수정하였다.
3)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기업 내 장기고용관계가 급감하고, 독립계약자나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특정 업무가 지속되는 기간이
나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하는 유연한 근로계약 방식을 의미하며, 플랫폼 노동이라고도 불린다. 원래 ‘긱’은 한 차례 특정 공연
이나 하루 저녁의 공연을 위해 연주자를 고용하는 관행에서 유래한 용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노동
자들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일을 의뢰 받아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 긱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이영희, 2019).
4) 호
 모 파덴스(homo fadens)는 산업화시대의 생존을 위한 노동에 비중을 두었던 호모 파버(homo faber)와 탈산업사회의 놀이
와 재미를 추구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의 결합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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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중요해졌다.5) 또한 신뢰와 연결을 중시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서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주체
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 다시 말해 이 세계에서 자기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여
길 수 있는 의식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의 신성함이나 부의 축적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했
던 기성 세대와는 다르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특히 확
장된 삶의 무대에서 신유목민으로서의 삶을 개척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해볼 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기술혁명에 있
다기보다는 일종의 가치혁명이자 문화혁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의성, 의사소통, 연결, 협력, 연대성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혁명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평생교육의 토대로서 기능하는 일반능력(general competence), 자동화로 환원될 수
없는 자기만의 독창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어떻게 길러지는가?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이
러한 능력은 제너럴 에듀케이션, 즉 교양교육을 통해 함양하는 능력이다.6) 직업과 직종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격변의 시대에 교양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역량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문제를 정립하고, 복잡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 사회에서 교양교육의 핵심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확장하고, 끊임
없이 학습하고 혁신하는 능력을 통해 삶을 지속하며, 다양한 지식을 횡단하면서 지적 연결 지평을 넓히고, 자
율적, 능동적 학습자로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놓여 있다(백승수, 2017)고 볼 수 있
다. 이제 교양교육은 교육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강력한 수준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7) 고
등교육의 보편화가 낳은 교육부실의 폐해 속에서 그리고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의 시대라는 엄청난 변화의 파
고 속에서 대학의 가치와 이념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제가 교양교육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전문직의 황혼기와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
다니엘 벨(D. Bell)이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으로 꼽은 ‘전문기술직 계급의 부상’은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익
숙한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사회기능의 급속한 전문화가 한국사회의 구조변동을 이끄는 동력으로 자리매김되면

5) 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의 양상을 노동과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조명한 한준에 따르면, 인간은 노동이 더 이상 사회적 성
원권과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점점 더 약해지면서 인간이
아닌 기계나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안정적 정체성과 지위를 부여하고 인간
의 자율성과 사회적 시야를 제공하던 조직들이 이제는 점점 불안정하고 유연하게 변모하면서 조직에서 자유로운 존재, 제약
도 받지 않지만 보호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한준, 2019). 이러한 측면에서 첨단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평균수
명의 연장은 사회변화에 직면할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는 것은 교양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6) 아룬 순다라라잔(201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현상들 가운데 제너럴
리스트의 부활을 강조한 바 있다.
7) 여
 기서 말하는 강력한 수준의 ‘변화’란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수립한다는 가정 아래,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역량중심교육을 도모하는 것이고, 내용적 측면에
서는 특정 학문분야에 고착되고 종속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가로지르는 횡단적, 융합적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정연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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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문직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전문교육은 오랫동안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 전문직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시스템은 이론에 기반한 지식과 기술을 상당한 기간 동안 전수하고 훈련시켜 공인된 학위
및 자격과 면허를 수여하는 시스템이다. 공인된 자격과 면허를 수여받은 전문직은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이유로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누려왔지만, 이제 그 특권이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프로페셔널리즘은 “전문직 구성원 스스로가 노동을 통제하는 제도적 환경”(프라이드슨, 2007)에서 비롯된
다. ‘독립’과 ‘자율성’이 전문직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전문직 실천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독립과 자율성에 기반한 전통적 프로페셔널리즘을 해체하고, 탈전문주의화를 앞당기
고 있다. 일례로 전통적 테일러리즘(Taylorism)이 노동자의 지식과 숙련기술을 분리, 제거하여 노동자의 행위양
식을 통제하는 관리체계라 한다면, 인공지능시대의 테일러리즘은 전문직의 지식과 숙련기술의 많은 부분을 인
공지능이 대체하게 함으로써 극소수의 전문직만이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시스템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올 전문직의 미래에 대해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문직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매우 익숙한 미래다. 지금의 방식이 효율성만
높아진 채 유지된다. 이 경우, 전문가는 19세기 중반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계속 일할 것이다. 다만
반복되는 행동은 고도로 표준화·체계화되고, 낡은 작업방식은 정비될 것이다. 두 번째 미래는 매우 다
른 얘기다. 변혁이 일어나 전문가가 지니는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다.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
입되고 그 성능이 점점 개선돼 전문가의 기존 업무는 대부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단기
적 혹은 중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 미래가 동시에 실현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미래에 가까워
져 전문성은 새롭고 더 나은 방법으로 사회에서 공유되며, 전문직은 끊임없이 해체될 것이다(리처드 서
스킨드 • 대니얼 서스킨드, 2016).

전문성에 대한 재정의(redefinition) 작업을 통해 극소수의 전문직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예리하다. 전문직이 마주하는 변화의 핵심에 존속적(sustaining) 기술과 파괴적(disruptive) 기술이 있다면, 종국
에는 파괴적 기술이 전문직을 해체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IBM의 왓슨은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진단이나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의 최종적인 결정을 돕는 일종의 자문 프로그램으로서 일
종의 존속적 기술로 등장했지만, 머지않아 전통적 전문직의 해체를 불러일으키는 파괴적 기술, 즉 최종 의사결
정자로 발전할 것이다.8) 이처럼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특권의 핵심을 이루었던 전문성이 극소화됨에 따라 전
문직 자체의 급격한 해체는 필연적인 현상이 될 전망이다.
인간 전문가가 기계에 비해 우위를 점할 작업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결국 전문교육의 성패는
인간이 우위에 있는 활동을 공고히 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전문직에게는 문제나 의제를 스스로 정립
하고 기술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정립이 인간만의 고유한 사
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주어진’ 문제를 알고리즘에 따라 해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8) 철
 학자 가다머(H.-G. Gadamer)는 다음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기술을 사용하는 자의 자발성은 사실상 그 기술에 의해
서 점점 제거되고 있다. 그는 기술의 규칙성에 스스로를 내맡김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 사용자는 기술이 얼마나 올
바로 기능하는지에 의존한다(가다머, 1987).” 이러한 언급은 기술의존적 행위가 프로페셔널리즘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전문직의 전문성은 과학기술의 기계적 적용을 넘어서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작업임을 암시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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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양교육의 위기와 가능성
신생 기술들은 인간을 더 이상 전통적인 호모 사피엔스로 정의내릴 필요가 없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전면적
으로 예고하고 있다. ‘인간의 기계화’는 유전적, 기계적 변화를 거쳐 향상된 생물학적 포스트 휴먼을, ‘기계의 인
간화’는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능력을 갖춘 인공적 포스트휴먼을 각각 상정하고 있다. 문제는 본격적인
포스트휴먼의 도래에 앞서 일종의 전환기적 국면(transitional stage)에서 교양교육이 취해야 할 자세다. 교양교
육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교양교육은 인간에 대한 실증적 지식의 ‘풍요’와 참
된 가치의 ‘빈곤’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와 인간가치의 균형감각을 일깨
워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양교육은 평생교육의 토대로서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갱신
능력, 자동화로 환원될 수 없는 자기만의 독창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
기며 공존의 삶을 실천하는 능력을 제대로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환기 시대의 교양교육은 공존 능력과
창조성 함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공존 능력의 확대다. 각자도생이라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압도하는 사회분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
되어 있다”는 생각을 고취하는 것은 교양교육의 중요한 몫이다. 이런 측면에서 2016년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 목적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도덕적으로 관여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HGERC, 2016)으로

설정된 것은 점점 더 상호연관성을 지니는 세계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들에게는 매우 시의적

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양교육에서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교육의 실천적 면모가 정교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도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버드 교양
교육의 4가지 원칙은 “유덕한 행위의 본질에 대해, 사회와 전통의 정체성에 대해, 도덕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 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와 탐구를 수행하는 것”(H-GERC, 2016)이다.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에 앞서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를 위한 치열한 탐구만이 휴먼, 포스
트휴먼과의 갈등과 공존이예고되어 있는 미래의 삶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통찰이 엿보인다. 한마디로 새
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explore new ideas), 지평을 확장하며(expand your horizon), 사회에 참여하는(engage
with the world)

교육은 교양교육의 고전적 이념인 이론과 실천의 통합, 학문과 일상적 삶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창조성의 회복이다. 흔히 새로운 것을 고안하는 능력은 창의성(Creativity)이고, 그 새로운 것을 과
감히 실행하는 행위가 혁신(Innovation)이다. 창의성의 교육가능성은 철저한 문제제기를 통해 기존의 문법과 사
고체계와 다른 형태의 사고가 가능함을 교육현장에서 증명하는 행위다. 이런 측면에서 교양교육은 소크라테스
와 데카르트의 후예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소크라테스의 방법론(Socratic Method)은 도저히 허물어뜨릴 수 없
을 것 같은 상식이라는 견고한 성을 집요한 문제제기와 달리 생각하기를 통해 허물어뜨리는 부정적 방법론의
정수를 보여주었고,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Methodological Doubt)는 일체의 지식을 의심의 대상으로 괄호치
는 고통스러울 만큼의 매우 철저한 작업으로, “어둠 속을 홀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나아가고, 모든 것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자”(데카르트, 1997)고 굳게 다심하면서 확실한 학문의 토대를 발견할 때까지 모든 것을 의
심해보겠다는 청년의 탐구정신이기 때문이다.
위험과 기회, 즉 위기(危機)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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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교양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혁신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혁신의 아
이콘인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J. Dyson)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시제품 5126개를 만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바 있다.9) 혁신에 대한 다이슨의 정의에 충
실하자면, 혁신은 무모할 만큼의 도전과 성실한 실패에 대한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것이며, 결국 끊임없는 실패
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동력과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혁신을 가능케 하는 일차적 전제다.
과연 대학에서 추구하는 혁신이 진정한 의미의 학생성공을 위한 것인지, 과연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얼마
나 바람직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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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전환기의 교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포스트휴먼 시대,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와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평

주소영(순천향대)
본 글은 본격적인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래에 앞서 전환기적 국면에서 교양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시킬 대학과 고용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기하급수적인
사회 변화에 맞서 교양교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책무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의 유효
기간이 급속도로 단축되고, 기술적 실업(technical unemployment)에 따른 심각한 고용의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
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됩
니다. 발표자의 말대로 전환기에 필요한 교양교육은 평생교육의 토대로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갱
신능력, 자동화로 환원될 수 없는 자기만의 독창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자기존중감과 연대성에 기초한 공
존능력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량상의 한계로 인해 발표문의 논의가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문의 현안문제를 좀더 분명하
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후기산업사회의 주역으로 꼽았던 전문직(profession)이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극소수의
전문지식 생산자와 대다수의 기계적 실행자로 양분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히면서, 일종의 파괴적 기술
(disruptive technology)로서의 인공지능이 전문직의 역할을 극소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직 자체를 해체할 것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에 따른 전문교육 및 교양교육의 대응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명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트랜스휴머니즘의 도덕공학(moral engineering)에 맞선 교양교육의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
는 포스트휴먼 담론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기술혁명에 있다기보다는 가치혁명이자 문화혁명”이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급격한 기술혁신과 발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 발전과 도덕성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제임스 휴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꺼내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기선택적 도덕
적 코드와 시민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원치 않는 욕망들을 억누를
수 있으며, 동정심과 공감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세계와 행위들의 결과에 대한 우리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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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J. Hughes, “Becoming a better person,” Lecture at TransVision06, 2006). 과학기술적 수
단을 통해 인간 감정을 통제하고 인격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의 잠재적 시나리
오는 앞으로의 교양교육에서 매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주제이며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 역시 필수적입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이야말로 전통적인 도덕교육의 ‘무용성’을 전제로 과학기술을 통한 도덕적 진보의 가능성을 모
색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진보를 이끌어내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기
획에 대해 교양교육, 특히 인성교육의 대응에 대해 좀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전환기 시대의 교양교육은 공존 능력과 창의성 함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교양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
니다. 공존 능력과 창의성 함양에 역점을 둔 교양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논의가 좀더 분명하게 기술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을 정리하며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다양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발표자가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교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수자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094

세션 2 포스트휴먼시대의 교양교육

세션 2-2 포스트휴먼과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의 이념과 설계에 관한 연구

포스트휴먼과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의 이념과 설계에 관한 연구

윤혜경(동의대), 김용하(동의대)

1. 서론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을 미래형 기초교양교육과 접목하는 과정을 거쳐 <앞으로의 교양>이 추구해야할 이론
과 실천의 지형을 확보하고,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복잡한 문제를 품
은 지속가능한 기초교양교육 모델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테크놀로
지의 발전은 공학적 사유의 일상화라는 긍정적 요인을 발생시켰으나, 테크놀로지와 포스트휴먼에 휴먼이 어떻
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의 공학적 실체를 무조건적으로 긍
정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기초교양교육과의 접목을 통해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의 이념과 실제를 살
펴보면서, 포스트휴먼과 관련한 수업과 교수법을 고민한다. 포스트휴먼이 어떻게 교육과 매개될 수 있는지를
사유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의 이념과 모델은 구축될 수 있다.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인문학과 기술 공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인문학적 접근(신승환,
2018)은

포스트휴먼을 인문학적 토대에서 재성찰하고,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모색하고 있지만, 테

크놀로지를 수용하면서 발생한 인간의 조건을 논의하지 못하였다. 기술공학적 접근(신상규, 2013)은 테크놀로지
의 위상과 기능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으나, 테크놀로지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고찰 없이 기술 낙관주의
로 귀결된 측면이 있다. 아울러 교육학적 접근(함종호, 2016 ; 강승지 외 3인, 2018 ; 이은경, 2018)은 포스트휴먼을
예술과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미적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변용하는 과정은 타당하지만,
분과 학문의 접근에 머물러 있다. 학제간 접근(이원대 외 8인, 214)은 포스트휴먼을 인문사회학의 관점을 적용해
테크놀로지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인문사회과학 전공 내의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학적 사유에 대한 활용이 미비하였다.
이처럼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분과 학문의 테두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인문학에서는 포스트휴먼의 포스트에 대한 논의를 비관적으로만 파악하였
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휴먼에만 주목하는 태도는 포스트에 담긴 테크놀로지와 매개되지 못한 채 휴먼의 주체
성에 대한 고찰만을 강구할 뿐이다(우정길, 2019). 반면 공학에서는 포스트휴먼의 휴먼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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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하다. 공학적 관점에서 포스트에만 주목하는 태도는 휴먼의 의식과 인식이 차지하는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테크놀로지의 생성에만 주목할 뿐이다(김동윤, 배상준, 2019). 요컨대, 포스트휴먼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는 포스트의 생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휴먼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포스트휴먼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포스트휴먼에 대한 교양교육의 관점(이소연, 2017; 임선애, 김상운, 2017)에 이루어진 논의는 포스트휴먼
담론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범주가 글쓰기에만 국한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비판
적으로 수용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포스트휴먼을 수용한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의 이념을 고찰한다.
둘째, 현 단계 포스트휴먼의 수업 모델 설계 양상을 살펴본다.
셋째, 포스트휴먼을 수용한 기초교양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을 도출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인문사회적 관점, 기초교양교육의 관점, 기술
공학적 관점의 융합을 넘어 융화(harmonizing)를 지향하고자 한다. 즉 전공과 교양, 인간과 기술, 인문사회과학
과 기술공학 등 포스트휴먼을 둘러싼 각 학문 영역의 자율성을 승인하면서도, 상호간에 조화롭게 포스트휴먼
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본론
2.1. 포스트휴먼 교육의 이념
성장 사회에서는 고도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중시하였다면, 성숙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
식을 선별하면서 각자의 창의성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의 공론장을 구축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
해서 학습자의 학습 환경과 학습 역량을 반영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성숙 사회에 진입하면서 직면하게 된 포
스트휴먼을 교육과 연계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휴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교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간 포스트휴먼 교육에 대해 다
양하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윤경(2019:138~141)은 상호의존 관계성 교육을 지향하면서, 서구 유럽 중심 정전
에 대한 도전, 복합종과 공통 세계 고려, 사물에 대한 고려를 포괄하는 포스트휴먼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은경(2016:102~106)은 사회적 자본 구축, 불편을 통한 교육, 도덕적 향상과 정체성 형성에 기반을 둔
포스트휴먼을 위한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당 연구들은 포스트휴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논의들이지만, 포스트휴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과는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스트휴먼의 실체를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과내용을 설계해야 한다.
반면 박휴용(2019)은 포스트휴먼 시대 학습자의 존재론적 이해와 학습이론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
다. 그는 포스트휴먼을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현재의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훨씬 뛰어 넘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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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향상(human enhancement) 기술들에 의해 기존의 인간과 다른 상태에 도달한 존재(124)”으로 규정한다.
포스트휴먼의 학습은 인간의 생물학적, 행동적, 심리적, 인지적 특성이 하나로 통합되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
해 동일하게 처리되어 기술적 지평 속에 위치한다. 포스트휴먼적 존재들의 학습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교육공학의 이슈가 되는 사회적·기술적 환경이 초래하는 교육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둘째, 포스트휴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교과 형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포스트휴먼을 실감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거나 비교과 개발, MOOC 연계 등을 고민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포스트휴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야 학생들이 인간과 기계에 대한 자신들만의
관점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BIC와 연계된 교과 내용을 블랜디드 러닝 혹은 플립러닝을 연계해 학습
자 간 토론과 협업을 진행할 수 있다(조현국,2017:74). NBIC 교육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국내대학 융합교육에 대
한 교육과정 및 정책분석(홍진근, 2014), 정보 융합 나노하이브리스 시스템 고찰(김문희, 박대환, 2019), 나노바이오
지능 분자컴퓨터를 중심으로 컴퓨터공학, 바이오공학, 나노기술, 인지뇌과학을 융합한 고찰(장병탁, 2005), 인지
과학과 미래융합테크놀로지 연구(이정모, 2013)등으로 이루어졌다. NBIC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온·오프라
인에서 실제 수업 과정과 연관된 논의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NBIC와 기초교
양교육을 매개하는 과정을 거쳐 포스트휴먼의 실제를 정립해야 한다.

2.2. <포스트휴먼의 이해> 설계
<포스트휴먼의 이해>교과는 대학의 핵심역량과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초연결사회의 미래지향형 기초교
양교과로 설계하였으며, 온라인 원격강의와 오프라인상에서의 튜터링 운영으로 소통과 나눔 역량을 함양하고
융합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학습모듈로 구성한다. 학습모듈의 구성요소는 주차별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자의 활동과 학습자의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
로 조직하고,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을 설계한다. 단위별 학습모듈은 학습현장
을 구성하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습 전체에 대한 또는 일부
의 학습경험에 대해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주차에는 <포스
트 휴먼과 21세기 교양>을 주제로 설정하며. 학습목표를 이해의 관점에서 학습자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중심
으로 진술한다. 2주차부터는 포스트휴먼의 구성요소와 인문학적 성찰을 융합할 수 있는 12개의 주제로 구성
하여 학습자에게 각 주제별 학습 경험이나 전체 모듈 내용을 피드백을 통해 상호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설
계한다. 특히 포스트휴먼의 요소와 인문학적 성찰을 병기한 주차별 학습목표는 다양한 이해의 관점에서 진술
한다. 예를 들면 포스트휴먼과 교양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는 능력, 포스트휴먼의 요소에 대한 의미를 번역하
거나 부여할 수 있는 능력, 포스트휴먼에 대한 쟁점을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능력, 포스트휴먼 시
대에 공감하고 타인의 세계관을 수용하는 능력, 포스트휴먼시대의 자신의 무지와 사고를 반성하는 능력 등의
관점에서 진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수방법과 매체 개발을 위한 자료의 선정은 세미나와 연구회 운영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동기유발과 교양
교육의 질 제고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개선해나가며, 매체와 자료의 활용은 우리대학의 교수학
습지원시스템을 활용한다. 모듈형 학습의 요건 중 하나인 학습자들의 학습을 위한 시간적인 제한을 최소화하
기 위해 온오프라인상에서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 운영하며, 학습자가 확인 할 수 있는 학습행동에 대한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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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학습내용은 마이크로러닝을 기반으로 미래형 포스트휴먼의 구성요소들과 인문학적 사유를 융합한 MOOC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며, <포스트휴먼의 이해> 강좌 개요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포스트휴먼의 이해‘ 강좌 개요
강좌명

구분

분야

수강대상

평가방법

교재

운영방법

비교과연계

포스트휴먼의 이해

교양

융합

전체 2~5학년

퀴즈 60%,기타 40%

포스트휴먼의 이해

원격강좌

튜터링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주제

주차

주제

주차

주제

1

포스트휴먼과 21세기 교양

2

포스트휴먼과 존엄사회

3

포스트휴먼의 주요 쟁점

4

포스트휴먼과 테크놀로지

5

인공지능과 소통의 재발견

6

로보틱스와 노동의 재발견

7

휴머노이드와 정체성의 재발견

8

중간평가

9

사이보그와 감성의 재발견

10

나노기술과 늙음의 재발견

11

바이오기술과 생명의 재발견

12

정보기술과 지혜의 재발견

13

인지과학과 마음의 재발견

14

포스트휴먼과 신인류의 만남

15

기말평가

본 강좌는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하며 교과목의 학습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휴먼과 21세기 교양>에서는 포스트휴먼과 디지털문명시대의 교양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21세기
교양과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스트휴먼과 존엄사회>에서는 존엄사회의 개념과 디그니타스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포스트휴먼의 주요쟁점>에서는 포스트
휴먼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쟁점에 대해 탐구하고 포스트휴먼을 포용하기 위한 창의적 접근을 확
산한다. <포스트휴먼과 테크놀로지>에서는 테크놀로지와 기술철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인간과 테크놀로
지의 상관성을 21세기 교양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인공지능과 소통의 재발견>에서는 인공지능의 특징을 토대
로 소통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인공지능과 핵심역량, 인간과 기계의 소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로보틱스
와 노동의 재발견>에서는 로보틱스의 특징을 토대로 노동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로보틱스와 핵심역량, 로보
틱스와 노동 그리고 실업에 대해 논의한다. <휴머노이드와 정체성의 재발견>에서는 휴머노이드의 특징을 토대
로 정체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휴머노이드와 핵심역량, 휴머노이드와 정체성에 대해 논의한다. <사이보그와 감
성의 재발견>에서는 사이보그의 특징을 토대로 감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사이보그와 핵심역량, 사이보그와 감
성에 대해 논의한다. <나노기술과 늙음의 재발견>에서는 나노기술의 원리를 미니멀리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나노기술의 미시적 세계를 우리 시대의 미니멀리즘과 연관 짓는다. <바이오기술과 생명의 재발견>에서는 바이
오기술의 특징을 토대로 생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바이오기술과 핵심역량, 바이오기술의 생명윤리에 대해 논의
한다. <정보기술과 지혜의 재발견>에서는 정보기술의 특징을 토대로 지혜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보기술과 핵
심역량, 정보기술과 지혜에 대해 논의한다. <인지과학과 마음의 재발견>에서는 뇌과학과 관련된 논의를 고찰하
면서 마음의 영역을 어떻게 재발견할 지를 고찰한다. 마르쿠스 가브리엘(2018)은 21세기형 정신 철학을 추구한
다. 뇌를 중심으로 찬반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뇌의 영역을 어떻게 간주할 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포스트휴먼과 신인류의 만남>에서는 포스트휴먼의 조건을 토대로 신인류의 지평을 살펴보고, 포스트휴
먼과 신인류의 조건, 21세기 리버럴아츠와 핵심역량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수행 중심의 학습을 실천하기 위해 비교과 연계를 위한 튜터링 랩을 운영한다. <포스트휴먼의 이해> 수강생
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상의 튜터링 학습 팀을 구성한 후 문제해결능력과 소통능력 함양을 위해 팀 활동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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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효과적인 튜터링 운영을 위해 튜터링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한다. 또한 팀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튜터링 주제 풀(tutoring topic pool)을 구축하여 자유로운 시간대에 주제 토론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다. 튜터링 주제 풀은 교과 과정에서 도출한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성하며, 실천 방법은 포스트휴
먼과 연계하여 튜터링 연구회에서 개발한다.
포스트휴먼 튜터링(가칭)은 포스트휴먼과 관련성 있는 분야에서 주제를 도출하며, 빅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통계,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글쓰기, 미래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수행 주체로서의 튜터와 튜티의 자격 요건과 역할은 내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하고
자 한다. 특히 튜터링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구소의 연구원이 별도의 학습 코칭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팀별 목표설정과 학습전략 점검, 시간관리,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한 기초학업능력 증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포스트휴먼의 이해> 교과는 온라인 원격강좌 운영을 통해 실시간 학습 콘텐츠를 지원하고, 오
프라인의 튜터링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소통과 나눔 역량을 기반으로 한 융합역량을 함양하도록 설계한다. 특
히 교과 연계형 튜터링 랩 운영은 기초학습역량을 제고하고, 미래기술과 인간성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
함으로써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으로서의 지향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결론
앞으로의 교양교육을 위해서는 현실에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인간의 선천적 학습 능력에 대한 맹신을
내려놓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학습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알렉스 비어드, 2019).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학습 능력은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수반
되는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쳐 도달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과 기초교양교육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휴먼 교육과 관련된 외국 문헌 번역 및 총서 개발이 필요하다.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론 중심적
접근을 지양하고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논의한 서적을 소개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휴먼과 기초교양교육을 매개로 진행된 국외 연구를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포스트휴먼의 교육 형식과 내
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형 포스트휴먼 기초교양교육 담론을 구성하고 학적 토대를 구현
하기 위해서 <포스트휴먼과 기초교양교육의 이해와 실제>라는 총서를 마련해 볼 수도 있다. 포스트휴먼 총서
는 한국의 교육 여건을 고찰하면서 미래형 기초교양교육 모델의 이념과 설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포스트휴먼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테크
놀로지에 대한 반감이 적어 기술 친화적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는 태
도에 견주어, 교수자는 아날로그적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다. 교육용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과정
을 거쳐 학생들이 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디지털과 데이터가 현실적 구속력을 지
니는 상황에서 교수자들이 테크놀로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의 실체를 구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자들이 테크놀로지를 교육학적으로 변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마련하는 과정이 시

포스트휴먼과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의 이념과 설계에 관한 연구

099

급하다. 밀레니얼 세대를 가르치기 위한 기초교양교육은 부득이하게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포스트휴먼과 기초교양교육은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이다. 21세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초교양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의 교양학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휴먼의 조건을 확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포스트휴먼과 기초교양교육은 인문학과 공학의 간극을
극복하면서도 학습자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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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포스트휴먼시대의 교양교육

토론문

“포스트휴먼과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의 이념과 설계에 관한 연구”에 대해

홍성기(아주대)
1. 2
 019년 동의대의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
데, 당선 주제는 ‘포스트휴먼(Post-Human)을 포용하는 미래형 기초교양교육 연구’였다. 이번 학회에 윤혜
경, 김용하 교수가 발표한 ‘포스트휴먼과 미래형 기초교양교육의 이념과 설계에 관한 연구’는 그 내용으로
보아 연구소 지원사업 프로젝트에서 연구목적, 선행연구 및 강의설계를 참조 혹은 발췌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구목적을 6쪽의 짧은 발제문에서 충분히 다루기는 매우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1)
2. 다
 른 한편 교양교육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나름대로 이것저것 보았다고 생각하는 토론자에게도 이 발제문
은 매우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발제문의 주제가 교양교육의 미래 -현재의 연장이 아니라 이
른바 ‘포스트휴먼 디스럽션’을 통해 급진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와 관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
이다. 다른 한편 토론자나 한국의 많은 교양교육 전문가들은 과거와 현재의 연장과 수정으로서 미래에느
‘교양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발제문의 문체는 상당히 다양한
개념들이 비상과 하강을 거듭하여, 특히 선행연구의 소개에 있어서, 일종의 고소 공포증을 야기하였다.2)
3.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동물도 아니고 따라서 자연물도 아니며 또한 영혼
을 가진 존재로서 기계(기술)도 아니다’라는 전통적인 자유인본주의(liberal humanism)에 대한 비판에서 나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해 인간이 하는 짓이나 능력이 동물이나 기계보다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20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수많은 전쟁과 학살은 어떤
이성이 없는 동물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었다고 할 수 있고, NBIC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능력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을 유토피아적으로 해석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물론, 기계의 능력이 개별 인간의
제어· 능력을 훨씬 넘어가는 사회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IT정보 사회와 이른바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계 학습, 로봇 등은 직업 생활은 물론, 한 인간과 타자들과의 소통의 방식을

1) 첫
 째, 포스트휴먼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교과 내용을 혁신해야 한다. 둘째, 현 단계 포스트휴먼의 수업 모델 설
계 양상을 살펴본다. 셋째, 포스트휴먼을 수용한 기초교양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을 도출한다.
2) 바꿔 말해 현실과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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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바꾸고 있다.(이때 타자란 다른 인간만이 아니다.) 이제 대부분의 문의 전화의 상대방은 안내원이 아니라
회사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인공지능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빠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
고,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는 문해(literacy)를 담는 미디어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4. 그러나 ‘포스트’가 들어가는 말로서 이미 반세기 동안 우리의 ‘사랑을 받았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필자는
두 가지를 배웠다: 하나는 ‘포스트-A’에는 이미 구닥다리가 된 A를 넘어서는 현대성과 미래지향성이 있
으리라는 짐작 즉 유혹, 또 다른 하나는 이 포스트-A가 바로 시간 개념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에서 갖는
그 유행적 성격이다. 이것은 역사가 진보한다고 믿는 서양 특유의 직선적인 역사관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서 각종 ‘post-A-ism’들은 옥시덴탈리즘의 하나라는 생각을 아직 벗기는 어렵다.
5. 필
 자는 각종 ‘포스트-A’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포스트휴머니즘이 갖는,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갖
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물론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이다. 서양에서는 환경보호주
의와 관련해서 인간이기주의가 오랫동안 비판되어 왔지만, 인간이나 사물의 자기동일성(self-identity)이
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포스트휴먼 철학의 존재론적 비판이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시간과
공간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개체(individual)에

대한 비판이 첨가되면 그것이 바로 동양의 존재론과 세계관

이다.) 그러나 이런 철학적 담론을 차치하고서도 인간중심주의에는 뭔가 야비한 집착의 그늘이 있음을 직
관적으로 알 수 있다.
6. 끝
 으로 <포스트휴먼의 이해> 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필자의 일천한
지식에 의하면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은 구별되어야 하나, 15주 학습내용의 상당부분은 후자
에 속해, 단순히 NBIC 기술발전 예찬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On-Line 수업을 보완
하기 위한 ‘포스트휴먼튜터링’(!)의 튜터들을 ‘직전 연도 학점을 기준으로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희망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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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과 포스트휴먼 인문과학

김응준(대전대)

1. 서론
교양교육을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교육이라고 가정한다면 인간과 인간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나아가 주체
적이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체계를 교양교육이
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교양교육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인간을 위한 교육이념이라
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과학기술 사회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전인적 인간양성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위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이라 불리는 과학기술 시대의
세계관은 보편적이며 일반적 인간의 모습보다 전통적 인간의 보편성을 해체하고 과학기술적 관점과 세계관으
로 인간을 재구성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학문분야 내지는 전공영역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
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 인간교육이라는 교양의 의미도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교양교육, 특히 인문적 인간의 의미가 여전히 유효한지
또는 교양의 새로운 의미는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우선 트랜스-포스트휴
먼의 개념적 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트랜스-포스트휴먼 속성이 어떻게 교양교육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지 그리고 트랜스-포스트휴먼 과학기술시대 교양교육의 현실적 대안 가능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트랜스-포스트휴먼의 개념적 속성
포스트휴먼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도에 따라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으로 구분된다. 일
반적으로 이 두 견해는 모두 휴머니즘적 인간 이후의 인간, 즉 포스트휴먼을 추구한다는 외형적 공통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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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는 있지만 그 내용적 의미는 상이하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트랜스휴먼이 과학기술적 인간 산출과 그 보
편적 타당성을 다윈의 진화론과 밀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취하는 반면 포스트휴먼은 새로운 인간이해와 과
학기술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문학이론과 예술 그리고 문화철학적 담론과 연결되는 양
상을 보인다. 또한 지형적으로 보자면 트랜스휴먼이 영미문화권에서 지배적으로 형성되는 담론인 반면 포스트
휴먼은 유럽대륙에서 주로 논의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트랜스휴먼을 포스트휴먼의 부분적 종속개념으로 보
는 견해도 있지만 그 속성적 차이를 주목한다면 두 개념을 휴머니즘적 인간 이해 이후의 두 가지 별개의 개념
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트랜스-포스트휴먼 과학기술 시대 인문교양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두 개념의 속성적 차이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트랜스휴먼은 과학기술을 사용해 인간 존재의 한계와 경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인간 존재 자체를 인간과
비인간적 주체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자연주의적이며 진화론적 입장을 강조한다. 일례로 에스판다이어리는
더 이상 인간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 즉 포스트휴먼을 제시하는데, 이 유형의 인간은 자연적 진화와 발전
을 초월한 성장과 발전의 구성체적 인간을 의미한다(Esfandiary: 989,135). 즉, 트랜스휴머니스트들에 따르면 과
학기술 사용은 궁극적으로 자연적 존재의 의미와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향상(Human Enhancement)으로 이어지
며, 이는 곧 자연 진화의 과학기술적 극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은 인간선택(Human
Selection)으로

대체된다. 그 사례로 제시되는 것이 유전적 향상, 약물적 향상, 성형수술과 같은 형태학적 향상

이다(Sorgner, 2016:28). 이러한 과학기술적 인간 향상은 각 개개인의 자유를 넘어 보편적 균등성으로 이어진다
고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본다. 전통적 휴머니즘이 개인의 윤리적 개념을 포괄하면서 보편성을 추구한다면 트
랜스휴먼은 개인 윤리보다는 개인의 육체적 향상과 이를 통한 인간 종 자체의 향상과 발전에 우선권을 둔다. 따
라서 트랜스휴먼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물질적(material)이며 자연주의적(naturalistisch)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
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인위적 진화는 트랜스휴먼의 중요한 세계관적 수단이 된다. 또한 이에 따르면 육체와 정
신의 합일 보다는 두 가지를 분리하여 육체의 인간에 주목하는 것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보급과 보편적 적용을 위해 트랜스휴먼은 계몽주의적 사상과 연결하는데, 이 경우 계몽은
과학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한 이성과 계몽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용적, 기계적 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머니
즘적 인간이성과 인간이해는 거부된다. 특히 트랜스휴먼은 물질주의적 일원론, 즉 물질적 정보의 축척과 분석
이라는 정보주의(Informationismus)적 입장을 취한다(Loh, 2018:17). 이러한 트랜스휴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
은 철저히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과학기술적 정보가 적용되는 대상이 된다. 이는 곧 자연적 인간이
라는 한계 내지는 자연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과학기술적 보철, 약물적 치료 나아가 죽음이라는 한
계 또한 과학기술적 처리대상이 된다.
이러한 개념적 속성에 따르면 트랜스휴먼은 전통적 휴머니즘과 결별하며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휴머니즘과의 결별이 아니라 과학기술시대라는 생존적 조건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이해 변화를 요구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소위 포스트휴먼이라 불린다.
전통적 휴머니즘이 비물리적 정신과 물리적 육체의 긴장관계 속에서 인간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포스트휴
먼은 과학기술적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조건아래에서 육체와 정신의 새로운 조합과 이에 따른 인간이해를 시
도한다. 이를 위해 포스트휴먼은 포스트인간중심주의(Postanthropozentrismus)적 입장을 취하는데, 휴머니즘
적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여기서 그 유효성을 상실한다. 일례로 자연-문화와 같은 이원론은 해체되지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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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트랜스휴먼과 달리 전통적 관점과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관점을 현재적 의미로 새롭게 재해
석하고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포스트휴먼은 포스트모던과 후기구조주의적 비평을
그 출발점으로 설정한다. 또한 포스트휴먼은 관념적, 인식론적 인간이해를 과학기술 시대의 변화된 현실에 상
응하게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전통적 학문영역이나 학문분야는 그 유용성과 의미를 상실하고
이질적 학문영역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영역과 지식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이는 휴머니즘 담론 영역의 확
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대상과 관점의 변화 및 재구성 요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식을 사례로 로버르
페펠은 의식이 반드시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속성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 대상에도 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페페럴, 2017:40). 로지 브라이도티 또한 일종의 확장적 휴머니즘을 주장하는데, 동물이나
인간은 모두 생명체라는 범주에 속하고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전통적 휴머니즘은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바
라보았다고 비판한다. 또한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시대는 조에중심적인 전환(zoėzentrische Posthumanwende)임
을 주장하면서 전통적 휴머니즘의 시각을 확장 및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Braidotti, 2014:8,48). 이러한 포스트
휴먼은 전통적 철학적 인간중심주의를 비판적 내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 즉 전통
적 관점의 해체와 더불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변화된 현실과 조건, 즉 과학기술을
지배하는 인간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함께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인간과 과학기술의 공생(symbiosis) 및 공진화
(co-evolution)

관계를 포스트 인간이해의 요소로 바라본다.

정리해보면, 트랜스휴먼은 과학기술적 낙관주의가 지배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 기저에서는 휴머니즘을 과학
기술적 휴먼으로 대체하고 진화론적이며 물질적인 인간 변형 내지는 향상을 통해 인간의 자연적 한계가 극복
된 새로운 그리고 탈진화된 인간을 추구한다. 또한 전통적 인간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과학
기술적 전략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인간 교육을 대체한다. 이 경우 교양교육 나아가 전통적 인문학은 트랜스
휴먼 관점과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자연성이 소멸된 탈자연화된 인간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통과의 연결 속
에서 발전하는 인간 그리고 시대적 환경적 요건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이해 모델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전통적 인간 교육 프로그램은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상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보충 및 확장되기를 요구한다(첨부된 도표 참조). 이러한 두 개념의 속성적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교양교육으로서
인문학이 포스트휴먼시대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포스트휴먼, 특히 포스트휴먼 비평 관점이다.

2.2. 포스트휴먼 시대 인문학과 과학 또는 인문의 과학화
일반적으로 교양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식견과 태도를 겸비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정 전공이나 전
문영역에 대한 지식보다는 보편적 인성 내지는 주체적인 삶과 자기 결정적 활동을 위한 능력과 연결된다. 또한
단순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교양
은 보편적 전인적 인간형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은 특정분야의 특정 전문지
식을 소유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적인 능동적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전문적
지식만을 소유한 인간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양성하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과 연결되어
특정 사고와 지식에 얽매이지 않은 전인적 인간이자 인격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소위 트랜스-포스트휴먼시대에는 이러한 교육이념이 시대적 요청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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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트랜스-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 극복이란 관점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보편교육 내지 전인교육은 여전
히 인간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퇴화된 이념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성에 대한 피상적 판단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이 두 개의 주체를 어떠한 하나로 합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주체의 공존과
인정을 통한 공진화라는 확장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과 과학기술의 복잡해진 관계성을 주목하
는 것이 휴머니즘 이후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이다.
따라서 인문 교양교육과 관련해 트랜스-포스트휴먼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위 트랜스휴머니스트들
이 주장하는 과학기술의 인간지배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함께 변화된 현실과 그 현실에 맞는 삶의 모습과 인간
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포스트휴먼 비평 관점이다. 포스트휴먼 비평 관점은 전통적 휴머니즘과의 단절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와 현실 속에서 변화하는 인간상을 이해하고 인간적 삶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 즉 과학기술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전인적 인간상을 찾고자 한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기
술연구(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이다. 전통적 휴머니즘과 다르게 포스트휴먼 비평은 과학기술연구를 인
문적 관점의 보조적 의미를 넘어 동등한 단계로 격상한다. 특히 과학기술연구와 인문적 관점의 연결과 조합은
휴머니즘 이후 인간이해를 위한 범휴머니티(Pan-Humanität)를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의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 자체를 재조명하고 분석하며 재조합하는 것이다(Braidotti, 2014:45). 무엇보다 이러한 변
화는 글로벌화와 정보화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극단적 발전이라는 배경 하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및 유용성이
지배적 세계관이 된 현재의 삶의 조건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필연적 관점이다.1) 특히 브라이도티는 인간이
아닌 것(Inhumane)의 등장과 그것의 의미는 휴머니즘적 인간을 고정된 인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노마드적 인간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는 유기체 뿐 아니라 무기체적 형태
로 존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이라는 유기체와 존재적 의미를 형성한다.2)
무엇보다 빅테이터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화는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인간
삶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통적인 인간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판옵틱(Pan-optical)적인 관찰력과
통찰력이 요구된다. 이 경우 전공 학문적 지식은 편협성을 극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을 협소한 지식과 세
계관을 소유한 인간으로 그 의미를 축소한다. 이러한 편협성은 곧 인문학의 소멸과 응용과학기술의 인간지배를
의미할 수 있다. 닐 포스트먼은 이러한 변화를 인간문화와 문명의 발전단계를 제시하며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발전은 도구사용문화(tool-using culture), 기술주의문화(technocraties) 그리고 테크노폴리(technopolies)
의 단계로 구분된다(포스트먼, 2005:70). 이 가운데 테크노폴리에서는 종교, 예술, 지성 등의 의미는 박탈되고 그
대안들 또한 보이지 않게 그리고 무의미하게 되어 과학기술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결정론적 관점
이 견고히 구축된다. 따라서 그는 이를 전체주의적 기술문화라 지적한다. 이는 과학기술 중심주의적 세계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르면 인문학 등의 기초학문 보다는 응용학문이나 실용

1) 브
 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적 사유의 흐름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한다(Braidotti, 2015:43) ① 포스휴먼의 반작용으로서 도덕
철학 ② 포스트휴먼의 분석방법으로서 학술연구와 기술연구 ③포스휴먼 비평으로서 반휴머니즘적 주체철학.
2) 이
 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푸코의 “생체권력 Biomacht” 또는 아감벤이 제시하는 Bios와 Zoė의 관계는 모더니즘 시대의 위기와
종말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이 아닌 다른 것(Inhmane)의 등장을 불러온다. 이는 예를 들어 생명과 죽음 같은 전통적 이원
론의 경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대립적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인, 즉 이질적 요소의 재조합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포스트휴먼
비평 담론의 시작점이라고 브라이도티는 설명한다(Braidotti,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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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이 절대적 가치를 획득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 그리고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교육적 가치는 과학기술 지배적이며 전체주
의적인 일방통행식의 가치관 주입이나 지식습득이 아니다. 포스트휴먼 비평이 제시하듯 포스트휴먼 시대는 학
제간 연구 내지는 전공영역의 지식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곧 총체적 삶을 구성
하는 요인이 된다. 전통적 학문영역의 경계는 사라지고 일종의 간학문성이 대두되는데,3) 이때 강조되는 재구성
대상은 문화적 인간과 자연의 동일성과 같은 가치적 지시화이다. 특정 개념의 지시적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아
니라 개념의 이해와 더불어 재해석이 중요해진다. 이 경우 휴머니즘적 지시개념은 부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
학기술로 인해 변화된 조건 속에서 휴머니즘적 지시개념을 해체한 후 재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학문적 내
지는 통학문적 재구성은 이질적 학문적 영역과 지식의 조합을 의미할 뿐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된 학문적 지식
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식과 삶의 양식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을 헤어브레히터는 포스트인문학이라고 부른다(헤어브레히터, 2012:25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적 인간이해 내지는 휴머니즘적 인간이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시대의 요구
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인문의 과학화 그리고 과학의 인문화라는 새로운 인문학이 요구된다, 이는 무엇보
다 대학에서 시행되는 교양교육, 특히 인문영역은 단순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 창출과 응용 그리고 적용
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트랜스-포스트휴먼시대 주체는 비동질성
(Heteronomie)과

다양성(Vielfältigkeit)을 전제이자 결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선형적

이라기보다는 비선형적이며 방계적 모습을 드러내다. 즉, 보편성이란 개념은 일괄 적용될 수 있는 획일적 모습
을 상실하고 각각의 개별적 요인들이 그 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규칙성 내지는 연결성으로 조합되는 적용
성의 속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트랜스-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인문학이란 전통적 인문분야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인문적이지 않은 이질적 학문영역 내지는 이질적 관점을 수용하고 통합(Integration)하는 속성
으로 전환된다.
단순 자유교육뿐 아니라 일반교육의 이념이 결합된 것을 교양교육이라 본다면 트랜스-포스트휴먼 시대의
인문 교양교육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변화된 현실에 상응하는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지식과 사유력을 추
구하는 통합교육모델로 전환되어야한다. 이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 그리고 인간-비인간중심
주의적 대상과 관점을 포괄하는 통합적 보편 교양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2.3. 리버럴아츠교육: 대안적 가능성?
리버럴아츠(Liberal Arts)는 고대 그리스 자유시민의 지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육체적 활동(Vulgar Atrs)와 대
비된다. 이후 리버럴아츠는 소위 3학(논리, 수사, 문법) 4과(산술, 기하, 천문, 음악) 체계로 정착되는데, 르네상스 인
문주의와 더불어 3학은 역사, 철학, 문학으로 개편된다. 이후 근대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리버럴아츠는 인문학
과, 예술,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정착하게 된다. 결국 리버럴아츠는 특수목적 학문

3) 이진우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삶의 조건 변화를 첫째 과학기술 우호적 분위기, 둘째 과학기술과 인간의 공진화 그리고 셋
째 휴머니즘의 자기수정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문영역도 과학기술과 인간이라는 범주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소위 테크노인문학의 등장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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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는 응용학문이 아닌 기초학문분야를 포괄하는데, 이것이 교양교육의 본원적 내용을 구성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리버럴아츠교육은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니라 그 학문 분야들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문분야들의 연결은 트랜스-포스트휴먼 과학기술시대의 본질적 의미와 상응한다. 포스트휴먼 과학
기술 시대는 복잡성과 다원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양상과 연결은 재조합을 요구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
는 재조합 결과물은 전통적 지식과 매우 다른 모습을 지닌다.
물론 이 문제는 교양교육체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문교양교육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
례로 전통적 철학, 문학 등의 학문 분과적 구분에 의한 교과구성은 트랜스-포스트휴먼 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통합적 보편 교양으로서 인문학은 다양한 학문영역과 그 사유체계를 넘나드는 사고의 자유를 확보해
야 한다, 다시 말해 인문영역은 전통적인 휴머니즘적 관점과 더불어 확장된 휴머니즘의 관점이 구현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일선에서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방식 보다
는 판옵틱적 관점을 제시하는 수업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종의 주제적 접근방식을 하나의 사례로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인간중심적인 개념과 더불어 생물학이나 정보학과 같은 비인간중심적인 이질적 학문의 관점
을 상호 통합하는 방식이다. 즉 관념적이며 개념적인 사고와 더불어 실증적이며 경험적인 사유의 가능성을 통
합하는, 즉 비동질성과 다양성의 방계적 사유체계를 형성하는, 통합적 사유를 제공하는 학문으로의 전환이다.
즉 특정 주제를 간학문적이며 통학문적 형식으로 그리고 나아가 이질적 학문 사유체계를 연계하여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편 통합적 교양교육의 의미에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교양교육으로서 인문학의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학과 전공 중심적 교육 시스템보다는 통합적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리버럴아츠 교육 시
스템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리버럴아츠는 학과 구분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특정 전공
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점을 과거에서 현
재에 이르기까지 포괄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즉 트랜스-포스트휴먼시대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형성
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전인적인 교육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리버럴아츠 교육이 응
용학문이나 특수목적 학문분야와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다. 응용학문이나 특수목적 학문이 과학기술 시대의
실용적 효율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리버럴아츠교육은 기본 토대교육으로서 그 의미를 확보한다. 보편적 토대교
육으로서 교양교육이 트랜스-트스트휴먼 시대에 그 의미를 확보하자면 리버럴아츠는 그 사유적 유연성과 통합
성을 대학교육의 밑거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인문학 분야의 과학화 그리고 과학의 인문화를 구현하
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한 학문 분야별 교양교육 영역 구분은 인문학의 경우 “①한국문학, 외국문학, 예
술 ②역사학, 철학, 종교학, 문화 탐구”로 구분되어 있다. 이 경우 인문학은 다분히 전통적 관점에 기반을 두어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트랜스-포스트휴먼 과학기술 시대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상응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문학은 트랜스-포스트휴먼 과학기술 시대의 변화하는 인간상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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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포스트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와 세계관을 담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러한 구분 및 분류는 다분히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 즉 과거 지향적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제별 교양교육 영역 구분이다. 여기에는 “과학-기술: ①자연 및 과학, ②기술
의 본성 및 성과. 인간: ③인간의 본성 및 조건, 문화 및 문명: ④문화현상과 현대문명, 현실: ⑤사회적 현실,
⑥역사적 현실, 가치: ⑦인륜성 탐구와 도덕적 추론, ⑧종교적 가치, ⑨미학적 가치”로 구분되어 있다. 이 주제
적 선별은 기존의 전통적 지식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스트휴먼 과학기술시대의 변화된 현실을 인
식하고 이해하기 위한 창발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주제적 분석은 학문영역의 경계를 넘
나들며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포괄하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현재의 변화에 주목하
며 미래의 인간 삶과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속성을 담지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며
트랜스-포스트휴먼 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는 자율적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양성하기 위한 시의적 교육이라는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인문학은 인문적이며 동시에 과학기술적 사유를 통한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전인적
인간 형성에 다가가는 교양의 의미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교육현장에서 교육공학적 정량화 내지는 산술적 수치화와 지표화는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트랜스-포스트휴먼 과학기술시대 인문학 나아가 교양교육은 수리적 통계나 평가지표에 의해 보편적
지식이나 전인적 인간의 세계관을 측량하고 수량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과학기술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 이를 통해 휴머니즘 이후 인간의 본질과 의미를 생각하는 자유로운 인
간 양성을 추구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교양교육의 본원적 의미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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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oh, 2018: 14, 31.
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과학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비평

방법론

과학기술적 개선을 통한
변형

창조를 통한 극복

비평을 통한 극복

기술의 역할

매체이자 수단

(우선적)
목표이자 목적

비평의 핵심적 카테고리

포스트휴먼 존재

인간 x.0

(본질적 우선)
인공적 대체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인간과 교육

훈육적 실천적 박애

인간 1.0에서 인간 x.0로
변형

인공적 대체물 창조를
통한 극복

휴머니즘적 인간상 극복

개인 또는 집단

개인적

우선적으로 개별적

우선적으로 집단적

개별적이지도 집단적이
지 않은

육체와 정신

정신과 육체의 조화:
정신에 우선권을 주는
이원론적 경향

정신과 육체의 변형:
이원론적 경향 내지는
물질주의적 일원론

육체의 극복: 이원론
내지는 정보일원론
(이상적 일원론)

정신과 육체의 조화 내지
이원론 극복 (전체론)

해방

동물과 야만성으로부터
의 해방

인간 1.0으로부터 해방

인간 그 자체로 부터의
해방

휴머니즘적 인간 이해로
부터의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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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교양교육과 포스트휴먼 인문과학”에 대해

채석용(대전대)
1. 교양교육의 의미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양(liberal arts)이란 “고대 그리스 자유시민의 지적 활동”을 의미한다. 중세를 거
쳐 교양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을 포괄하는 기초학문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교양교육의 목표 역
시 특정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통합적 ‘이해’라 이해된다.
교양의 여러 분야 가운데 핵심은 인문학이라 할 수 있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교양교육이 유럽 고등교육의
중심에 놓이게 된 데에는 인문주의 정신(humanism)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이해는 궁
극적으로 인간 이해를 위한 수단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나아가
주체적이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체계”를 교양교
육이라 규정한 필자의 견해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인다.
2. 교양교육의 변화
근대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인문학의 역할은 점차 축소됐다. 뉴턴은 자신의 저작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
리」라 이름 지음으로써 스스로 철학적 활동을 한다고 자부, 혹은 변명했지만, 그의 성과는 기존의 철학으로
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과제를 인문학 진영에 던져주었다. 나아가 다윈의 진화론은 인문학 진영을 쑥
대밭으로 만들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인문학은 자연과학이 이뤄낸 성과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열광과 지지 사
이에서 혼란을 거듭해 왔다. 교양은 이처럼 자연과학의 눈부신 성과와 인문학의 수세적 입장이 교차하는 지
점에 존재한다.
자연과학의 성과는 21세기 접어들어 인문학의 정체성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근대
적 휴머니즘의 이후(포스트), 혹은 그 너머(트랜스)를 내다보는 이른바 트랜스-포스트휴먼 논쟁은 인문학이 인문
학 고유의 영역으로 더는 존립할 수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신경과학과 인지과학이 제기한 문제들은 근대적
휴머니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 이러한 변화는 인문학 진영이 수세적 입장에만 머물
지 말고 과학과 근본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다그친다. 인문학 중심의 전인적 교육에서 더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통한 인간 이해를 도모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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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통적 학문영역이나 학문 분야는 그 유용성과 의미를 상실하고 이질적 학문영역의 조합을 통해 새
로운 학문영역과 지식의 재구성이 요구된다”는 필자의 진단 역시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고 보인다.
3. 교양교육의 방향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교양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필자는 트랜
스-포스트휴먼 논쟁에서 “교양교육으로서 인문학이 포스트휴먼시대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포스트휴먼, 특
히 포스트휴먼 비평 관점”이라고 포스트휴먼 진영의 손을 들어주며 “인간과 과학기술의 공생(symbiosis) 및 공
진화(co-evolution) 관계를 포스트 인간이해의 요소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교양교육은 “전
통적인 휴머니즘적 관점과 더불어 확장된 휴머니즘의 관점이 구현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교육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필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관념적이며 개념적인 사고와 더
불어 실증적이며 경험적인 사유의 가능성을 통합하는, 즉 비동질성과 다양성의 방계적 사유체계를 형성하는,
통합적 사유를 제공하는 학문으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요컨대 “인문학 분야의 과학화, 그리고 과학의 인문화”
가 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본 논평자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필자가 제시한 교양교육의 방향 및 그 내용에 논평자는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인문학의 과학화와 과학의 인문화”가 반드시 포스트휴머니즘이 제기하는 논리에 따라
야만 성립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트랜스휴먼의 논리에 의하더라도 인문학과 과학의 학제적 융합은 부정되지
않는다. 물론 트랜스휴먼은 자연선택에서 인간선택으로 진화의 주체를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인문학의 정체성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을 내다보는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시각조차 교양교육의 지평에서 다뤄져야 할 하나의 관점
이어야 하지 않을까? (질문1)
4. 교양교육의 현실
근거는 서로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교양교육이 전공의 벽을 넘어 학제 간 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양교육의 현실이 이러한 방향을 현실화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
는 점에 대해 필자 역시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리버럴아츠교육을 표방한 몇몇 대학들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교
육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필자에게 묻는다. 오늘날 대학 교양교육의 현실은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만큼 이질적 학문 분야의 융합적 요소가 풍부한가? (질문2)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대학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오늘날 대학들은 교육부가 주도하
는 각종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을 고민하는 대신 교
육부가 높게 평가할 항목이 무엇일지 골몰해야 한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표방하는 리버럴아츠칼리지가 표준화
와 획일화에 앞장서는 것을 대학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한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는 교육부에 근
본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필자의 지혜에 소호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진작하는 융합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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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질문 3)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라는 전통적 학문 분류에 의한 교
과과정을 주제별로 재편성하도록 대학 당국을 설득할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4)
5. 계량은 교양교육의 적인가?
필자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교육현장에서 교육공학적 정량화 내지는 산술적 수치화와 지표화는 철저히 지
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교양교육이 얼마나 훌륭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 (질문 5) 오로지 정성평가에만 의존한다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지 않은가? 교육공학이야말로 표준화와 획일화가 미래 교육의 해악이 되며 미래 교육은
창의, 융합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러한 공학적, 계량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교양교육의 미래를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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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 기초교육으로서
양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분석

김혜영(한국체육대)

1. 서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뇌 과학 등이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를 실현해 가고 있다. 기술이 노
동을, 인공지능이 인간 두뇌를 대체하며 빅데이터가 새로운 자본이 된다. 기술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
리의 일상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장비, 각종 센서들로 인해서 데이터화 되고 있으며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데이
터로 저장된다. 첨단 과학기술로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 업그레이 된 ‘증강 인간’이 출현하는 포스트휴먼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김준영, 2019).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육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습 내
용과 방법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대학 교육은 지식교육에서 능력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은 적실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지식을 스스
로 창출하거나 기성지식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세분화된 분야들의 위상을 전체
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과 통찰력, 자신의 사유내용을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
적 의사소통능력 등이다(최병문, 2017).
특히 디지털정보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및 활용 능력이 빅데이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갖
춰야 할 필수 역량이 되었다. 즉 데이터로 문제를 바라보고,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맥락을 발견할 줄 아는 관점
과 능력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데이터가 미래 시대를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데이터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관련성을 인식하고 점점 더 정
확한 예측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양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 표, 통계, 확률 등의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은 어떤 특
정 학문분야 혹은 직업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 문화, 보건, 스포츠 등 어느 분야에서도
필요하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방대한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만들거나, 주어진 자료들 사이의 경향성을 찾아
내는 능력은 읽기와 쓰기와 같이 기초 역량이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학문
이나 학제적 맥락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양적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대수와 같은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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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학적 스킬(skill)을 사용하는 것을 ‘양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이라고 한다(AAC&U, 2014). 궁극적으
로 QR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기초적인 수학 및 통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
하며, 학문 또는 학제간 맥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들은 교양 기초교육으로
서 QR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 교양 기초교육은 아직도 글쓰기, 외국어
교육 중심이며, 기초 수학이나 과학은 이공계 전공기초로서 교양 과목이다.
미래는 어느 분야에서나 데이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problem solver)를 필요로 하고,
이들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 등을 예측하고 추론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즉 대학 교육에서 QR 역량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 기초교육으로
서 QR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대학에서 QR 과목의 개설 현황을 조사한 후, 교양 기초교육으로서 QR
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표준안에 따르면 교양기초교육과정을 편성함에 있어 그 하위 영역을 크게
기초교육(필수교양), 교양교육(배분이수), 소양교육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은 기초교육 영역에 글쓰
기, 외국어, 컴퓨터 분야를, 교양교육 영역에 인문, 사회, 자연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기초과학 및 수
학 (BSM, Basic Science & Math) 과목은 이공계의 전공기초로서 주로 기초교양 영역에 개설된다. 수학과 달리 불
완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귀납적 추론을 사용하는 QR 과목은 대체로 교양
교육의 자연과학 영역에 개설되거나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는 기초교육 영역에 QR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미국 대학교의
QR 과목 개설 사례를 조사하여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으로서 QR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기원 표준안에 의하
면 기초교육은 사고교육, 의사소통교육, 정보문해 교육,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으로 분류되며, 대체로 도
구적 성격의 과목들로 구성된다.

2.1. 서울대학교 교양기초교육과정에서 QR 교과목 편성
서울대학교는 교양 교과목 구성을 크게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선택교양’의 3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편
성하고 있다. 기초교육 영역인 ‘학문의 기초’는 대학에서 학문수행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
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영역으로 5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서울대학교 기초교양교육 교육과정). ‘수량적 분석과 추론’ 소영역에는 21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이중 과목명과 교과목개요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표 1>과 같이 ‘경영학을 위한 수학’ 등 5개 과목이 비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QR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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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육과정
영역
기
초
교
육

학문
의
기초

소영역(이수학점)
•사고와표현(4-7)
•외국어(4-9)
•수량적분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컴퓨터와정보활용

소영역에 개설된 QR 교과목
•경영학을위한수학
•인문사회계를위한수학1,2
•수학의기초와 응용1
•통계학
•통계학의개념및실습

비고
경영대학은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의 경영학을위한수학(3),
통계학(3), 통계학실험(1) 3과목(7)
필수

그러나 2019학년도 기준으로 대학별 교양 이수규정을 살펴보면, ‘학문의 기초’ 중 ‘사고와 표현(4학점 이상 수
강)’과

‘외국어(보통 4-6학점 이상 수강)’ 소영역은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필수 또는 선택적 필수로 되어있으나,

‘수량적 분석과 추론’은 이공계열 및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비이공계에서는 경영대학과 자유전공학부 만이 수강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의 교양 기초교육(학문의 기초)이 국어와 영어 중심이고 사실 BSM과 컴퓨터
분야는 이공계열과 의학계열을 위한 전공기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서울대학교 기초교양교
육 이수규정).

2.2.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과정에서 QR 교과목 편성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은 교육과정을 성균인성, 교양교육과정, 기초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인성교육을 위
한 성균인성,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며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
양 교육과정, 전공 학업의 기초가 되는 기초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교양교육과정을 기초교육에 해
당하는 중점교양과 교양교육(배분이수)에 해당하는 균형교양으로 구분한다(성균관대학교 요람).
아래 <표 2>와 같이 ‘중점교양’ 영역은 ‘의사소통’, ‘창의와 소프트웨어’, ‘글로벌’ 등 세 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개설된 교과목 모두 2학점이다. ‘창의와 소프트웨어’는 다시 ‘창의와 사유’ ‘소프트웨어기초’로 구분
한다. ‘창의와 사유’ 영역에는 12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중 7개 과목은 인문교양과목이고, 나머지
5개 과목 중 과목명과 교과목 개요를 기준으로 ‘수리적 사고’와 ‘통계적 사고’ 두 과목을 QR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창의와 사유’ 영역에서 1과목(2학점)을 필수이수하여야 하므로, 학생들은 QR 과목을 선택할 수는 있
으나 필수는 아니다. 즉, 성균관대학교에서 QR은 선택과목이다.
<표 2>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의 기초교육과정
영역

최소이수학점

개설과목수

4

16

창의와사유

2

12

소프트웨어기초

4

2

기본영어

4

2

의사소통
기
초
교
육

중점
교양

창의와
소프트웨어

글로벌

전문영어
글로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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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14

소영역에 개설된
QR 교과목

•수리적사고
•통계적사고

2.3.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 중 QR 교과목 편성 사례
박진희 외(2017)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 대학들이 General Education의 영역별 의무 이수 항목에서 과
학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시대의 특성을 반영
하여 정량적 사고 관련 교과목을 핵심 교양 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는 학생을 전공에 한정시키지 않고 기초학문 분야의 여러 학문영역을 폭넓고 균형 있게 교육시키는 미국식 학부
대학(University College)이나 리버럴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에서도

기초 과학교과목 이수 의무화나 정량적 사고 교과목 이수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는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학부 과정의 하버드칼리지(Harvard College)를 운영하고 있다. 하버드
의 교양교육은 ‘대학의 학문을 삶과 연계하는 것’, ‘자유교육의 공적인 측면’을 지향한다. 즉, 교양교육은 학생
들에게 문리(文理)분야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과 연계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세계
와 관계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하버드칼리지의 교양교육과정은 공통(필수)교양(General
Education), 배분이수(Distribution), 데이터를 통한 정량적 사고(QRD, Quantitative Reasoning with Data), 논증적

글쓰기(Expository Writing), 언어(Language)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QRD는 학생들이 늘 직면하게 될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적,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배운다. 하버드칼리지에서 제시한 교육목표에 따
르면 학생들은 결함이 있고(imperfect), 불완전하며(incomplete), 때로는 손상되고(compromised), 항상 우연한
(contingent)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 지 그 기술과 활용 방법을 배운다.

예일대학교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예일칼리지(Yale College)는 교양교육과정을 배분이수(Distributional
Requirements)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능력 필수(Fundamental Skill Requirements)'와 ’학문분야별 필수(Area

Requirements)'로

구분한다. ‘기초능력(Fundamental Skill)'은 대학에서 학문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

초능력인 동시에 대학졸업 이후 사회 진출 시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을 의미한다. 이 영역에는 '외국어(Foreign
Language)’,

‘양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글쓰기(Writing)’가 개설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 유수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자유교육의 기반이자 결과로서 가장 근본적인 역량이다.
예일칼리지의 QR 영역 개설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량적 방법의 적용은 광범위한 학문분야에서 결정적 역
할을 담당했다. 수학과 통계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며 많은 인문학 분야에서도 유
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논리(주장)를 만들고,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해 양적 정보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QR 영역에 개설된 상당수의 교과목은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학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자연과학 관련 학과와 인문사회과학 관련 학과에서도 교과목을 개발하여 개설하고 있다.
컬럼비아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핵심(The Core) 교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철학적 탐구, 예술적 표현, 과학
적 조사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요구조건에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의 비판적, 분석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교육이다. 핵심(The Core) 교양은 글쓰기(Writing), 문학/인문(Literature/Humanities), 외국
어(Foreign Language), 미술인문(Art Humanities), 음악인문(Music Humanities), 글로벌 코어(Global Core), 현대
문명/사회과학(Contemporary Civilization/Social Science), 양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과학 (Science)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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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대학의 QR 영역은 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정량적 분석과 연역적 추론에서 비판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QR 영역에 컴퓨터 과학, 경제학, 수학, 통계학, 과학의 기초(Foundations
of Science),

과학의 최전선(Frontiers of Science) 등이 개설되어 있다. 과학의 최전선(Frontiers of Science)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에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개발하고 한 학문 영역
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탐구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식을 익히도록 하는데 있으며,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3. 결론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해왔고 교육부의 ACE 사업,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등을 통해서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박진희 등(2017)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6% 대
학만이 비이공계 학생들에게 3학점 정도의 교양과학 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교과목이나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이해 증진을 위한 STS 교과목이 대부분이다. 그러
나 미국 대학의 General education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교양과학의 비중이 높고 이수학점
도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많은 대학이 고등학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과 방법으
로 과학을 가르치거나, 실상 과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교양과학 강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것을 교양과
학 강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김원섭 외, 2019).
앞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대학에서 학문수행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
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교양의 기초교육이다. 이 기초교육이 우리나라 대
학에서는 국어와 영어가 중심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실상 기초교육 영역에 개설된 BSM은
전공기초 과목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교양학점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비이공계 학생들이 교양 기초교육으로
BSM을 배울 기회는 매우 적다. 특히 기초학문분야가 없는 중소규모의 대학에서는 교양의 기초교육으로 BSM
과목을 개설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기초교육으로 BSM을 개설하는 것이 쉽
지 않고 비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교수법 개발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기초교육을 지금과 같이 국
어와 영어 중심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국의 유수 대학들과 같이 QR을 대학의 학문 활동과 사회에
서 요구하는 기초 능력으로 인정하고, 교양의 기초교육 즉 교양필수로 개설하도록 적극 제안한다. 특히 QR 과
목은 이공계뿐 아니라 사회과학과 같이 타 전공분야의 교수자도 개발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지원이 뒷받침 된
다면 학교의 특성이나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QR 과목 개발이 가능하다.
포스트휴먼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인체(人體)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업과 국가에서도 데이터 경쟁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2018). 데이터로 소통하고 데이
터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데이터가 자본인 시대에 QR은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교양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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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 기초교육으로서
양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분석”에 대해

최병문(대전대)
전미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PSA)에는 정치학 방법론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분
과가 존재한다. 1986년에 설립된 정치학 방법론 분과(Political Methodology Section)와 좀 더 최근인 2003년에
만들어진 질적 연구 및 다방법 연구 분과(Qualitative and Multi-Method Research Section)가 있다. 전자가 현대
정치학에서 지배적인 양적 방법론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라면, 후자 질적 방법론과 이를 다른 방법론들
과 결합시키는 데 관심을 가진 일군의 연구자들이 새롭게 결성한 모임이다. 전미정치학회의 경우가 흥미로운 것
은, 연구 분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정치학은 ‘인간과 사회, 국가’의 의사결정 방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질적 연구가 우선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양적연구 분과가 17년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문학적 성향이 강하다고 자부한다. 즉, 사고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적 가치를 우선
하여 추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인문학적 가치평가는 다양성이 기본이므로 질적 추론의 다
양성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자칫 다양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가치판단의 논리적 절차나 양적 데이터의 중
요성을 간과하게 된다.
한국의 중등교육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교과보다도 높다. 수학성적이 대학입학의 성패를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신입생들은 이미 수학(산수 포함) 공부 경력이 12년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학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양적 추론능력은 심각하게 뒤쳐져 있다. 양적추론은커녕 양적데
이터 자체에 대한 거부감조차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자는“실제로 존재하는 양적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대수와 같은 기초적인 수학적 스킬(skill)을 사용하
는 것을 ‘양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이라고 한다(AAC&U, 2014). 궁극적으로 QR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기초적인 수학 및 통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며, 학문 또는 학제간 맥락 안
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들은 교양 기초교육으로서 QR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 교양 기초교육은 아직도 글쓰기, 외국어 교육 중심이며, 기초 수학이나
과학은 이공계 전공기초(BSM, MSC)로서의 교양 과목이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혜영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에 ‘경영학 수학’, ‘인문사회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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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수학 1,2,’, ‘수학기초’, ‘통계학’, ‘통계의개념과실습’등의 교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수리
적사고’, ‘통계적사고’를 창의와 사고 영역에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하듯이 이 교과들
은 이공계기초 도구과목인 미분적분학이나 통계학, 확률론 그 자체를 강의하는 교과이다. ‘학습 후에 자신의
논리(주장)를 만들고, 설명하고, 평가하기 위해 양적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일대학의 QR영역 개
설목표에 부합하는 교과가 아니다. 또한 컬럼비아대학의 QR영역 경우처럼, 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정량적 분석과 연역적 추론에서 비판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컴퓨터과학’, ‘경제학’, ‘수학’,
‘통계학’과 함께 개설한 ‘과학의기초 (Foundations of Science)’, ‘과학의최전선(Frontiers of Science)’ 등의 교과와도
개설목표와 방향이 다르다.
컬럼비아 대학의 ‘과학의 최전선(Frontiers of Science)’교과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에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개발하고 한 학문 영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탐구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식을 익히도록 하는데 있으며,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하버드칼리지는 “학생들이 늘 직면하게 될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
고, 학생들은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적,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QRD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하버드칼리지에서 제시한 교육목표에 따르면 학생들은 결함이 있고(imperfect), 불완전하며
(incomplete),

때로는 손상되고(compromised), 항상 우연한(contingent)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 지 그 기술과 활용 방법을 배운다.
교양영역의 기초학업 교과영역에 BSM이 아닌 기초과학(수학 물리, 화학, 생물)교과를 개설하기 시작한 우리나
라 대학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김혜영 교수의 주장인 ‘Quantitative Reasoning (with Data)’ 교육은 시기적으
로 이르다고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정보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및 활용 능력이 빅데이
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 되었다. 즉 데이터로 문제를 바라보고, 데이터에서 의미 있
는 맥락을 발견할 줄 아는 관점과 능력이 중요해졌다.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관련성을 인
식하고 점점 더 정확한 예측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가 도래하였다.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기초적인 수학 및 통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며,
학문 또는 학제간 맥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QR교과의 개설과 교육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회
복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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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의 상상력과 공감교육으로서의 음악

신혜승(연세대)

1. 서론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과 기술, 혹은 비물질적 주체와 물질적 세계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 하에서, 음악을
주로 기술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왔다. 특히 교양으로서의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도구적 기
능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과 향유, 비평의 방식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원론적 사유방식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포스트휴먼 시대로 접어든 만큼,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의 일부로 파악하여 인간과
음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과 형태들 속에서 접점
을 찾아내어 관계적 주체성, 타자성의 맥락에서 음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현시대가
요청하는 교양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내용을 포스트휴먼이라는 인문적·철학적 지평 위에서 규명해 내고자 한다.

2. 본론

2.1. 포스트휴먼 담론의 다양한 스펙트럼
2.1.1. 포스트휴먼의 다양한 정의들
포스트휴먼에 관한 연구들은 포스트휴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포스트휴먼 담론의 범주를 크게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하나는 기술 애호주의적 혹은 기술 혐오주의적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인간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먼저, 포스트휴먼을 기술 애호주의/기술 혐오주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사이보그,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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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유전적, 약물적, 기계적 변화와 같은 과학기술적 역량의 차원과 연결된 논의들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의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유전공학이나 디지털 정보 기술과 같은 첨단 기
술이 단순히 인간의 지성적·육체적 능력을 보완해 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 능력을 향상 혹은 파
괴시키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이화인문과학원, 2013:5). 기술에 의한 인
간 변형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이러한 연구들은 포스트휴먼의 주된 연구 성향으로, 인간을 생물학적 기술의
대상으로 놓고 논의한다. 이러한 성향의 연구자들은 신생기술들의 성공적 융합을 인간에 적용하면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인간이 가진 본래적 한계나 성격, 의지 등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불평등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
전망하기도,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관하기도 한다.
포스트휴먼 담론의 또 다른 차원은 인간을 정의하고 인식하는 새로운 사고의 틀로써 접근하는 논의들에
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말 헤일즈(Katherine Hayles)는 포스트휴먼을 전통적인 인간관의 소멸 내지는 해
체 과정, 인간성의 새로운 버전이 생성되는 과정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았다(Katherine Hayles, 1999:6; 이화인문
과학원, 2013:273).

인간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의 틀로서 포스트휴먼의 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간의 생활양식만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방식과 행동
방식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다. 이 급격한 변화는 인간과 기계와의 경계를 흐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까지도 야기하고 있다.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자신의 저서 『포스트휴먼』(The
Posthuman, 2013)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포스트휴먼적임을 인식하고 이 조건에 적절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윤리, 새로운 인문학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새로
운 반성 및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간과 자연,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 서양과 동양 등으로 구분되어 전자가 후자에 대해 우위를 차
지한다는 근대 휴머니즘 발상은 인간을 이해하는 올바른 개념적 틀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인간 정체성을 올
바로 이해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의 틀로서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이때 포스트휴먼은 단순히 기술과학이 인류의 미래를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로
이끌 것이라는 관점에서 만이 아니라, 그동안 인간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서양중심주의에 의해 배척되어 왔
던 자연, 동물, 야수, 기계 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비판적 견지의 포스트휴먼 시각에서 정의되어지고 활용
되어져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인간 개념에 따른 인간 중심 사유에서 벗어나 “혼종적이고 유동적이며 중층적
인 인간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규명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이해의 틀”로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이화인문
과학원, 2013:6).

2.1.2. 음악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표현양태들
예술에 관한 포스트휴먼 담론에서 주로 등장하는 분야는 미술, 미디어아트, 공상과학소설, 행위예술, 바이
오아트, 영화, 만화, 게임 등의 분야이다. 포스트휴먼적 사유 과정을 통해 구축된 서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
의 특정한 의미들은 문자, 영상, 이미지, 퍼포먼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기술
을 인간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혹은 공진화하는 공생관계로 인식하는 다양한 포스트휴먼 양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성과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이때 기술은 인간을 향상, 파괴, 변형시키는 매개로서 새로운 주체성을 정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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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에서는 포스트휴먼 담론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을 오페라나 영화에서의 음악이나 새로운 악기
와 연주기술의 개발에 대한 예를 통해 접근해 나가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 조르그너(Stefan Lorenz
Sorgner)는

미국 작곡가 글래스(Philip Glass, 1937- )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글래스의 영화음

악 《코야니스캇시: 균형 잃은 삶》(Koyaanisqatsi: Life out of Balance, 1983)과 3편의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
인》(Einstein on the Beach, 1976),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1980), 《케플러》(Kepler, 2009)를 통해 포스트휴
머니즘 철학의 중요한 3가지 측면을 이끌어 내었다.1) 즉 과학 기술의 문제에 대한 관심, 동양적이고 비이원론
적인 사고에의 지지, 엄격하고 절대적인 범주에 대한 거부와 인간의 존재론적 특수한 지위를 거부하는 사고방
식과의 관련성 등을 읽어 내고 있다(Stefan Lorenz Sorgner, 2014:303).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들 작품에
서 음악은 시각적 이미지나 상황들을 강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음악은 장면을 보며
느끼는 어떤 모호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강화시켜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나 오페라 속에 빠져들어 자신이 영화
나 오페라에 나오는 세계의 일부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조르그너는 이러한 청각적 강화를 통해, 아
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과 감각의 관계를 통해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한 상상력이 상승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관객은 한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니만(Michael Nyman, 1944- )의 오페라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The Mans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 1986)와 《페이싱 고야》(Facing Goya, 2000)에서도 포스트휴먼이 보여주는 기술애호적인 혹은 기술혐오적인

접근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중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신경학자 올리버 색스(Oliver Sachs, 19332015)가

시각인식불능증을 가진 한 환자의 사례를 책으로 엮은 것을 오페라로 각색한 것이다. 이 오페라를 통

해 인간의 성격이 신경계 전달물질의 결핍이나 과잉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페이싱 고야》는 2000년에 초연된 4막 구성의 오페라로,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가 죽은 이후 그
의 사체가 머리가 없는 채로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작품은 유전 공학, 복제, 우생
학과 나치의 인종 우월주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니만이 참여했던 영화 《가타카》(Gattaca,
1997)

역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유전공학과 우생학이 만연한 미래의 어느 한 사회에서, 우수

한 유전인자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만이 높은 지위와 직업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는다는 설정에서
시작한다.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즉흥곡(Impromptu) D. 899, No. 3》이 연주되는 음악
회 장면이 영화 중반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여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
연주가 끝난 후 인사를 하며 자신의 육손 장갑을 청중들에게 날리는 장면에서는 유전적으로 유리함이 과시되
며 추앙된다. 이 음악회에서 원곡과는 달리 다섯 손가락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즉흥적으로 추가되는 선율이 나
오는 점을 파악하는 것도 영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니만의 음악은
플롯과 관련된 감정적 도전을 강화함으로서 영화의 플롯을 이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의 예들에서처럼, 음악에서의 포스트휴먼적 표현양태들은 음악이 인간의 특수한 지위에 의혹을 표현하기
에 청각적으로, 즉 감각적으로 가장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바로 이점

1) 이
 러한 연구의 대표적 연구로 조르그너(Stefan Lorenz Sorgner)의 논문 “Music, Posthumanism and Nietzsche”(The
Agonist, 2012)와 그의 저서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 입문서』(Post- and Transhumanism: An Introduction ,
2014)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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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즉 포스트휴먼 담론에서의 음악연구는 오페라나 영화에서 포스트휴먼적 서사를 감각적으로 강화시켜 준
다는 차원만이 언급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

2.2. 접점: 관계적 주체성, 타자성
포스트휴먼에 대한 기술 애호주의/기술 혐오주의 차원에서의 논의들이나 작품들, 그리고 인간을 정의하고
인식하는 새로운 사고의 틀로써 접근하는 논의들과 작품들이 학자마다, 예술가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에
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접점은 탈경계, 탈중심, 상호연결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로지 브라이도티의 인간,
자연, 기계의 횡단적이고 관계적인 유목적 배치를 강조한 포스트휴먼 주체성,2) 다나 해러웨이의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의 동반종 의식,3) 캐리 울프와 캐런 바라드의 비인간(동물, 환경, 대상)에 대한 종 초월적인 공감 등이
이러한 사유의 방향을 보여준다.4) 따라서 포스트휴먼 담론이 여전히 경쟁적이고 다양하게 여러 정의들과 형태
들로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아이디어는 첨단기술을 토대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
계를 해체하고, 양자의 상호 얽힘과 분리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하이브리드로서의 존재를 새로
운 실재로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김재희, 2016:16).
이제, 인간 주체의 중심범주에서 벗어나 있던 타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성찰과 이 타자들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적 주체성이 촉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포스트휴먼 주체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인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별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사이의 빗장을 푸는 일이
며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 우리와 그들을 구분해 왔던 관계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R. L. 러츠키, 김
상민 외 역, 2004:34).

포스트휴먼 시대에 요청되는 이러한 관계적 주체성, 타자성이 대학의 교육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교수하
고 학습되어야 하는지 이어지는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예로부터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간형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왔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사회
와 문화적 환경 하에서 교육에서의 방향과 목표도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2.3. 공감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관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기존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또 다
른 차원의 인간과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포스트휴먼 사회로 접어들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조건들, 공감
의 내용들, 그 의미들은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다. 이제까지 음악은 공감적 상상력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중심
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그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중심적, 주체중심적 공감이라는 불균형적 공감들
은 반성되어야 한다. 즉 음악을 통한 공감적 상상력 개발에 있어서 지리, 계급, 인종, 성의 구분을 넘어서려는

2) Rosi Braidotti(2013), The Posthuman , Polity Press.
3) Donna Haraway(2003), 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Dogs, People, and Significant Otherness, Prickly
Paradigm Press.
4) F
 . Chiew(2014), “Posthuman Ethics with Cary Wolfe and Karen Barad: Animal Compassion as Trans-Species
Entanglement”, Theory, Culture & Society 31(4),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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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감을 위한 음악교육은 새로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고민
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화나 오페라 뮤지컬 등에서 재연되는 포스트휴먼의 상상력이 작품 안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
지 읽어내고, 타자를 이해하는 다양한 내면의 시선들을 기존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
다. 음악은 “감각 내용의 논리화와 더불어 사유 내용의 감각화라는 사유와 감각의 호환성”(한국교양기초교육원,
http://konige.kr/sub02_08.php)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로,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사회와 문화적

환경 하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자신을 형성해 가는 힘을 습득케 하는 실천학으로서 교육되고 활용될 수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놀이가 벌어지는 공간을 통해 타인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상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왔
다면, 대학교육에서는 예술, 특히 음악적 상상공간을 통해 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마사 누스바움, 우석영 역,
2016:168-169).

인간의 삶에서의 음악은 무엇보다도 깊은 공감 능력을 배양하고 확대해야 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의 놀이를 대신하여 학교생활 이후의 삶에 대해 음악이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기여는 인성의
감정적, 상상적 원천의 강화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시공간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육체성과 새로운 정체성에 관해 생각하게 만드는 사운드스케이프(소리환경)를 마련하고자 한
다(이수진, 2012:213). 이미 음악이라는 분야에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성격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 음악교육이 포스트휴먼 교양교육에서 가지는 의미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포스트휴먼 음악교육의 한 예로써 ‘공감적 상상력 함양을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관점’을 제안하고
자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음악교양 수업은 ‘음악에 내포되어 있는 서사적 상상력 개발을 통한 공감 능력의
함양’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교육방향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타인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하는 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음악이라는 관점을 통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세계 형성 과정을 조망케 한다. 또한 음악, 영화, 회화, 조각, 문
학, 정원 등 모든 예술 작품을 횡단적으로 조망케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음악에서 소음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미지의 소리와 조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음악이 사고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음악에
서 어떤 스토리를 찾아 낼 수 있는지를 배우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
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둘째, 음악을 통한 공감적 상상공간을 체득케 한다. 작곡가의 대담한 발상과 섬세한 표현력을 배우면서, 기
존 개념을 타파하고 상상적 공간에서 과거와 미래를,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넘나들며 사유하는 방식을 체득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했을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생각하며 타
인의 삶에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포스트휴먼 음악교양교육이 다양한 주제로 새롭게 개발된다면, 단순한 기량교육의 차원에서 벗어나 타자를
이해하는 관점, 포스트휴먼적인 마인드를 갖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삶의
양식에서 보다 깊은 공감능력과 정서적 감응능력을 발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음악‘을’ 배운다
는 것은 음악 그 자체를 어떻게 배울까 하는 개념이지만, 음악‘으로’ 배운다는 것은 음악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배울까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이 갖는 문화적 자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하여 교육에 적용한다
면 그만큼 사회에 다양성과 창조성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128

세션 2 포스트휴먼시대의 교양교육

3. 결론
음악에는 자연과 인간의 모든 지혜와 사고, 감정, 체험의 역사가 결정체로 깃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음악은 다른 예술분야와 수많은 소재들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개발의 보다 더 다양하고 역
동적인 접근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아직 새로운 인간의 형태와 대안적 삶의 양식에 관한 논의에 바
탕을 준, 즉 포스트휴먼 관점에서의 음악교육에 대한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래의 타고르의 표현처럼 교
양교육, 특히 음악을 통한 정서적 감응능력의 개발은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원리의 일부로서 강조되어야만 함
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는 어쩌면 지식을 통해 힘 있는 이가 될지도 모르지만, 공감을 통해 온전함을 얻는다. … 그러나
우리는 공감 교육이 그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무시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음을 본다.
- 타고르, 『나의 학교』, 19165)

교양교육은 예부터 전문지식이나 직업 교육이 아닌 인간 형성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인간다움은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 왔다. 즉 고대의 인문주의, 근대의 종교개혁, 르네상스, 계몽주의, 산업혁명은 기존
의 인간 개념을 비판하고 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간의 내용을 구성해 왔다. 많은 학자들이 2010년 이후
를 정보화 사회의 뒤를 이은 ‘스마트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로 명명하고 있는 만큼, 또한 인간과 기술의 공진
화 관계에 기초한 포스트휴먼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이 시대를 ‘포스트휴먼 사회’로 진단하고 있는 만큼, 이 시
대에 부합하는 교양교육으로서 새로운 음악교양수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양수업에 자주 등장하는 서양의 예술음악사의 작품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정전
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과,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다른 차원에서
향유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직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음악을 감상하고 즐기는 방식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 치우
친 특정한 법칙이 아닌, 관계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탈중심적이고, 탈경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는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역동적이고 초극적인 음악문화의 향유를 가능케 할 음악교양교육을
통해 인간, 자연, 기술의 연결망 안에서 인간의 새로운 위상, 책임, 그리고 그 가치가 새롭게 규명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휴먼 조건을 고려한 음악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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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포스트휴먼의 상상력과 공감교육으로서의 음악”에 대해

김은영(중앙대)
발표자는 기술적 측면에서 음악 예술을 접근하는 태도를 재고하고 포스트휴먼적 상상력으로 음악을 바라
봄으로써 공감교육을 위한 음악적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발표문에서 포스트휴먼 담론 주창자인 헤일즈,
로지 브라이도티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제 포스트휴먼은 “그동안 인간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서양중심주
의에 의해 배척되어 왔던 자연, 동물, 야수, 기계 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비판적 견지의 포스트휴먼 시각에
서 정의되어지고 활용되어져야”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 “인간 중심 사유에서 벗어나” “혼종적이고 유동적이
며 중층적인 인간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규명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이해의 틀”로서 작용되어야 한다고 했
다. 이어 조르그너, 니먼의 작업을 통해 포스트휴먼 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는데 음악이
시각 등 다른 감각과 함께 사용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음악이 이런 감
각을 강화시켜주는 도구로 예시된 점은 한계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포스트휴먼 시대,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탈경계, 탈중심, 상호연결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음악을 통한 공감적 상상력 개발에 있어서 지리, 계급, 인종, 성의 구분을 넘어서려는 노력과
새로운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운드스케이프적 환경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은 1) 타인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활성화 2) 음악을 통해 공감적 상상 공간의 체득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발표자의 지적처럼, 음악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배우는 과정은 음악교육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대학의 교양 음악교육은 서양음악사를 통한 세계인식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주지
하듯이 서양예술음악은 서유럽 중심의 음악사이며 전체 인류사에서 특정 시기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명주의적·지리적·인종적 경계에 있다. 그렇다고 세계음악사나 대중음악, 한국음악의 이해와 같은 교과목이 대
안이 될 수 있는가?
이제, 발상을 전환하여, 한국의 역사와 음악문화를 돌아보자면 어떨까? 음악의 기술적 사용에 대한 비판은
이미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왔다. 홍대용, 이규경, 박지원 등 실학자들은 양반들의 여흥놀이 정도
로 전락한 도구화된 음악을 비판하면서 예(禮)·악(樂)으로서의 악학(樂學)정신의 복원을 주창했다. 중국에 전래
된 양악을 서악(西樂)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동양음악의 정신으로서 예악을 탐구했던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현재의 우리도, 서양음악에 집중했던 것을 확대하여, 텍스트로서 종묘 및 문묘제례악, 씻김굿, 수제천, 가곡,
민요 및 잡가와 같은 한국음악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동서의 공간적 경계를 허물고 역사적 대화를 시도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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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어떨까? 서양음악문화사를 통해 인간의 보편성을 끌어내려고 했듯,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 찾기
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받고 살아남은 한국전통음악을 통해 ‘지금 여기’의 정체성
을 모색해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은 (영상 등 다른 종합매체에 비해) 음악의 도구적 기능만 부각될 수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음악에 집중하고 음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음악대학 학생들의 커리큘럼에서
부터 통합적 음악교육이 제도화되고 음악의 인문학적 가치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훈련을 받은 음
악인들에 의해 공감교육으로서의 음악적 가치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는 초문명화
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개인의 일상 속에서 문화는 자폐적으로 소비되고 문화가 사회적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
고 있다.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더 힘이 있는 강함을 욕망하는 이 시대에, 음악이 본래 기능
했던 자연과 인류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조화를 이루려 했던 시간과 만나려는 시도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시
대정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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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대 비교과 프로그램: <인문학한스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조혜진(한세대)

1. 포스트휴먼 시대 교양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포스트휴먼 시대,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인재 양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새로운 교육 목표로 등장하
게 된 것은 모빌리티의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새
로운 교육 목표가 된 창의성은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되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창의성은 신적인 ‘영감’에 의한 것이었으며 영감을 받는 예술가의 능력은 평범한 인간과
는 다른 신적인 능력의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15세기에 그것은 신적인 영감에서 벗어나 자연을 모방
하는 능력으로 발전하였으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것, 독창적인 것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개념에 의거하여 창의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창의성을 소위 천재라 불리는 개인의 천부적인 능력
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창의성에 대한 개념은 모더니즘적 천재 개념, 즉 자아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타자적, 상호작용적, 협력적인 개념으로 새롭게 이해되었다.1)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포스트 휴먼 시대에 교양 인문학은 근대 휴머니즘의 주체 욕망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 사회적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교양교육으로서 타자성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교육
을 지향한다.
이때 한세대 기초교양교육원 (인성)비교과 프로그램 <인문학 HAN스푼>은 공동체 및 대인관계를 주제로 한
인문학 연속 특강을 통해 나눔·배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평일 낮 12시 런치 타임을 활용하여 4주
차 연속 특강으로 설계되었다.
2012년부터 한세대 기초교양교육원 초빙교원으로서 2019년 현재까지 강의하면서 교양교과를 강의하는 교
수자로서 발표자는 학생들의 심리적 환경과 대학의 교육환경, 모빌리티의 변화에 따른 교양교육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학인들의 실제적인 필요성에 부응하는 교양교과목을 연구, 자존감이 범죄심리에 미치는 영향관
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행정학과와 융합하여 <자존감 회복을 위한 독서치료>와 같은 융합교과를 개발(2018)

1) 이종관,『포스트휴먼이 온다』, 사월의 책, 2017. pp.394∼pp.3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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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나아가 기초교양교육원 비교과프로그램으로서 <아싸와 인싸 사이에서 방황하는 주체의 두 얼굴>이
라는 주제로 괴물의 상상력과 A·I에 이르는 포스트휴먼 시대 교양인문학 특강을 기획하게 되었다.
1주차는 「아싸와 인싸, 괴물과 A·I의 상상력을 통해 본 포스트휴머니즘의 타자성」에 대해 문학과 영화를 넘
나들며 괴물의 탄생에서 A·I에 이르기까지 실존주의에서 휴머니즘, A·I에 이르는 포스트휴머니즘의 타자성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2주차「성애화된 사랑과 에로스의 종말을 통해 본 타자성의 위기」에서는 사랑과 연애마저
포기하는 신자유자본주의 속에서 N포 세대들의 절망을 이해, 에로스의 종말을 통해 본 타자성의 위기와 타자
성의 의미에 대해 연애와 사랑, 결혼에 이르는 대학인들의 의견을 듣고 타자성 회복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
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3주차에서는 「세대특성에 따른 애착유형과 관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창의성」의 주제를 통해 일제 식
민지 경험과 분단으로 인한 전쟁경험 세대, 민주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열망의 386세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열망의 X세대, 자아실현이 최고의 인생목표인 밀레니엄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 특성을 이해
하고, 단절과 분열이 아닌 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포스트 휴먼 시대 사회적 창의성을 위해 생물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회적 창의성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4주차 「주체의 공포와 포스트휴먼 시대 교양교육의 미래」에서는 근대 주체의 휴머니즘에서 야기
된 문제점들과 이어 트랜스휴머니즘과 같이 기술적 창의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체 소멸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협력적 소통 가능성과 포스트휴먼 시대에 가장 큰 위기라 할 수 있는 타자
성 회복을 위해 교양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공감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기획을 통하여 포스트휴먼시대 교양인문학이 지향하는 통섭적이고 통찰적인 교양교육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실존주의와 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에 이르는 4차 산업 혁명시대, 단순한 기술적
창의성이 아닌 사회적 창의성을 모색하기 위해 타자성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아싸와 인싸, 괴물에서 A·I에 이르는 상상력을 통해 본 포스트휴머니즘의 타자성
하이데거는 『기술과 전회』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테크놀로지의 본질을 존재의 총체적 부품화로 설명하면서
테크놀로지의 공간에서 사물은 가공자의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끝없이 활용되고 소모되는 체계에 부속됨으
로써만 존재하며, 존재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현실화되는 존재양태를 부속품이라 설명하였다. 나아가 그는 근
대 과학과 응용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부속품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공간에서 테크놀로지를 사
용하여 테크놀로지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인간도 사실상 부속품으로 존재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조차 가공될 수 있는 ‘인간자원’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할 위기가 인공두뇌학, 즉 사이버네틱스의 시대에 도
래할 것임을 경고하였다.2)
이러한 하이데거의 철학은 근대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서 네오휴머니즘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불멸하는 트랜스휴먼을 제작하려는 테크노퓨처리즘의 기술적 창의성을 비판하는 사유로서

2) 마르틴 하이데거, 이선일 역,『이정표』, 2005. p.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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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하이데거는 존재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고 존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탈존
(Ex-sistanz)으로

설명,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해한 데카르트를 비판하며 탈중심화의 관점에서 탈존을 이

해함으로써 도구에서 더 나아가 테크놀로지의 기술적 변화를 추구하는 포스트휴먼의 기술적 진보에 대한 철
학적 단초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과정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을 통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추
구하지만 오히려 이때 인간은 공간의 구속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
도처에 존재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지배하는 도구적 존재자로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3)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자는 인간을 세계의 주체로 인식한 근대 휴머니즘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괴물의
상상력에서 A·I에 이르는 트랜스휴머니즘으로의 진화를 통해 어느 시기보다 혁명적인 기술적 창의성의 시대를
예고하면서도 인간중심주의 사유가 지닌 주체의 폭력이 자연을 비롯해 불평등을 야기하는 인간 소외에서 기술
적 창의성을 통한 근대적 휴머니즘의 소멸로 전회할 뿐, 휴머니즘에서 비롯된 타자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포스트휴머니즘에서의 타자성의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인간)소외에서 (인간)소멸에 이르는 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으로의 변화 속에서 문화현상 가운데
하나인 ‘싫존주의’4)를 대립시켜 설명함으로서 인사이더(인싸)와 아웃사이더(아싸) 사이에서 방황하는 N포 세대의
절망을 이해하고, 실존을 위협하는 괴물의 상상력을 통해 전근대적 주체의 전체주의적 폭력성과 근대 휴머니
즘적 주체의 우열의 문제, 탈존을 향한 몸부림으로서 네오 휴머니즘이 혼재된 세계 속에서 자기소외를 경험하
게 된 일명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심리적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5)
나아가 이러한 비판을 통하여 아웃사이더(아싸)와 인사이더(인싸) 사이에서 관계에 대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이르는 자기만족적 주체 욕망인 ‘자신만 좋으면 그만 It’s all about me‘인 자기 충족적 세대에서
한 층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합리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협력적일 수 있는 밀레니엄 세
대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6)에 주목하여 위안부 문제와 같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종식되지 않는 폭력성과 근대
주체의 타자화의 문제에서 비롯된 갑·을 문제 등을 논의하고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이를 토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밀레니엄 세대에게 이념적 세계보다 유희적 세계가 더 중요하며 이
때 진정성은 부풀려진 연극적 자아와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7)이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세대보다 자율적이

3) 이종관, 위의 책, p.133참조.
4) 집단 혹은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 동의가 아닌 ‘싫음’에 대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사회적 유행어.
5) 1주차 강연에 사용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소설 메리셀리의 <프랑켄슈타인>: 괴물의탄생-자기증명을 위한 인정투쟁
-열등의식의 괴물과 소외된 여성의 이름
(2) 영화 <반지의제왕>의 골룸: 권력 지향의 괴물의 이름
(3) 애니메이션 <센과치히로행방불명>의 가오나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름
(4) 영화 <에이리언커버넌트>의 A·I: 포스트휴먼의 과학주의가 불러낸 지능형 사이코패스
(5) 영화 <버닝>의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불러낸 욕망과 결핍의 쌍둥이 괴물
(6) 리처드커니, 이지영역, 『이방인, 신, 괴물』,개마고원, 2004: 문명의 역사 -주체와 타자의 역사
(7) 제러미 리프킨,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민음사, 2010: 밀레니엄 세대에게 공감교육이 필요한 이유
(8) 임홍택, 『90년대생이 온다』,웨일북, 2018: 밀레니엄 세대의 자아실현에 대한 이해
6) 제러미 리프킨,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pp.725∼pp.729 참조.
7) 임홍택, 『90년대생이 온다』, 웨일북, 2018,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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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윤리적 가능성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감뿌리교육8)이 필요한 교육현실을 체감하고, 포
스트휴머니즘의 교양 인문학교육으로서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타자성에 기반한 공감교육
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성애화된 사랑과 에로스의 종말을 통해 본 타자성의 위기
오늘날 사랑은 긍정화됨으로써 성과주의의 지배 아래 성애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사랑
의 관계에서 ‘할 수 있음의 절대화’는 타자를 파괴, 에로스의 경험으로서 ‘할 수 있을 수 없음’의 타자성을 소멸
시킴으로써 사랑은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로 변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러한 소유적 관계를 주
장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타자의 관점에서 세계를 새롭게 생성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은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와는 다른 진리의 계기로서 기존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작동되는 힘
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랑은 단순한 열정이 아닌 타자를 위해 동일자의 세계를 중단시키는 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9)
그런데 이때 사랑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면 아토포스atopos10)는 본래 아토피아의 형용사로서 ‘무소적인 자’를
가르키는데, 아토피아atopia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장소 없음’, ‘무소성’, 분류할 수 없음, 규정할 수 없음, 형언
할 수 없음, 탁월성 및 유일무이한 독창성 등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대상애 대한 집착이나 소유욕과는 다른
타자성을 지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합일을 지향하는 근대 계몽 주체의 소유 욕망이나 낭만주의의 나
르시시즘적 주체와는 변별되는 타자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때 에로스적 경험 속에서 사랑이 타자성인 이유는 타자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동일시될 수 없
는 타자성의 사건, 즉 이질성이기 때문이다.11) 이러한 맥락에서 타자에 대한 에로스적인 경험은 ‘할 수 있을 수
없음’12)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김소월의 사랑시에서 보여지 듯 근대
계몽적 사랑을 역설한 이광수의 소통의 정치화나 계몽적 발화하는 거리가 먼 님과의 이별의 사건을 전경화함
으로써 사랑이 근대 휴머니즘의 주체 욕망과는 변별되는 타자성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러 사랑은 로맨스의 낭만적 감정 혹은 포르노와 같은 성애화된 것으로 변질

8) 캐
 나다의 교육 혁신가 메이 고든은 학교에서 공감과목을 1학년때부터 시작, <공감의 뿌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
젝트는 캐나다 전역의 교실에 도입되었고 미국에까지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공감 교육을 통하여, 동물권에서 더욱 확장하여
생물권교육, 협동적 교육을 통하여 공감의 뿌리는 세계 시민을 만들어 내는 수업으로서 모두가 같은 지구라는 구명정에 탔다
는 생각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사회적 책임감과 공감적 윤리를 심어주고 평화를 사랑하며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통합적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9) 한병철, 김태환 역『에로스의 종말』, 문학과 지성사, 2015. p.85 참조.
10) 플라톤의 『향연』에서 아토포스는 일반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크라테스를 가리키는 말
로로 사용되었으며 롤랑바르트는『사랑의 단상』에서 사랑의 경험을 아토포스적인 것으로 서술하였다. (롤랑바르트, 김화영
역,『사랑의 단상』, 문예출판사, 1994 참조)
11) 한병철, 위의 책, p.41.
12) 오늘날 사랑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이를 향한 고통의 수용과 같은 부정성을 제거하고 주체 욕망의 문법으로 긍정화됨으로써
성과주의의 지배 아래 주체의 소유 욕망을 긍정하는 성애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사랑의 관계에서 ‘할 수
있음의 절대화’는 타자를 파괴, 에로스의 경험으로서 ‘할 수 있을 수 없음’의 타자성을 소멸시킴으로써 사랑은 자본주의적 소
유 관계로 변질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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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주체의 나르시시즘적 욕망에 의한 소유와 집착으로 인해 타자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과 같은 폭력성이 만연되는 심리적 현실 속에서 소설가 알랭 드 보통13)이 역설한 바와 같이
사랑은 타자를 향한 열망과 정서적 책임으로서 의의를 갖는 것이라 할 때, 포스트휴먼의 시대 A·I와의 사랑
을 주제로 한 영화14)에서 보여지 듯 사랑은 자아의 동일시 혹은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소통 열망을 넘어서, 타
자의 고통 앞에서 주체 욕망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는 불가능성, 즉 타자의 타자성으로서 의의를 지닌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포스트휴머니즘 인문교양에서 사랑을 논의15)해야 하는 것은 N포 세대라는 말이 함의하듯이 사랑을
포함하여 연애, 결혼 등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에로스의 종말의 시대가 예고하는 타자성의 위기야말로
포스트휴먼의 시대 기술적 창의성을 지향하는 4차 산업에서 가볍게 여겨서는 알 될 위기이며, 타자성의 실패
야말로 휴머니즘에서 포스트휴머니즘으로 이행과정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인문교양교육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세대특성에 따른 애착유형과 관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창의성
멜라니클라인의 <대상관계이론>은 생애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타자로서 부모의 양육환경과 애착이 성
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16) 발달심리학자 에릭슨으로부터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드, 라깡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타자성의 경험이 갖는 주
체화 과정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즉 심리적 결핍과 애착 손상이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볼 때
타자성이 경험되는 사건은 개인의 내면 심리를 넘어서 사회적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의 성격, 인성, 대인관계방식 등을 결정짓는 초기 양육 환경은 유전적 환경과 더불어
자아 발달 및 사회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인격 형성과 사
회성의 발달이 비단 개별적인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대의 심리적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점이라는 사실
을 시사한다.17)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근대화의 성공신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근대화의 과

13) 알랭 드 보통, 공경희 역,『우리는 사랑일까』, 은행나무, 2010.
14) 영화 <A.I>, <HER>, <엑스마키나>.
15) 2주차 강연에 사용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소설 밀란 쿤데라, 이재용 역,『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민음사, 2018.
(2) 소설 알랭드 보통, 공경희역, 『우리는 사랑일까』, 은행나무, 2011.
(3) 영화 <500일의 썸머>: 사랑의 호르몬이 지속되는 생물학적 시간
(4) 시
 <김소월 시집>: 님이 사라진 시대, 김소월의 사랑시를 통헤 본 조선적인 사랑의 의미와 일본을 통해 수입된 ‘연애’라는
신조어 속에 담긴 계몽적 사랑에 대한 비교
(5) 노르마 부르도 & 메어리 D 갤러드, 오승희 역,『미술과 페미니즘-굴절된 여성의 이미지』, 동문선 문예신서 45, 1994: 순교
자적 감정과 여성적 이미지(익사한 여성)
(6) 한병철, 김태환 역『에로스의 종말』, 문학과 지성사, 2015: 나르시시즘적 주체 욕망에 대한 중지 의 의미로서 에로스
(7) 롤랑바르트, 김화영 역,『사랑의 단상』, 문예출판사, 1994: 아토포스로서의 사랑
16) 송형석,『나라는 이상한 나라』,알에치코리아, 2018. p.224 참조.
17) 송형석, 위의 책, p. 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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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단기간에 속기로 구획된 바, 근대 주체 휴머니즘의 상처와 문제점이 포스트휴먼 시대를 지향하는 2019년
의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가운데 세대 단절의 문
제로 심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 주체 휴머니즘의 자아 심리학을 넘어 여러 세대에 걸친 상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내 안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세대 단절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협력적 소통을 통해 포스트휴
먼 시대의 사회적 창의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제 식민지 경험과 6. 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을 경험한 전쟁경험세대(7·80대)를 이해하고 전쟁이
라는 끔직한 공포 속에서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과 공격성의 양가감정에 의해 구축된 적대적 동일시18)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데올로기적 열망 가운데 이념 세대로서 386세대(5·60
대)는

윗세대와 분리되고 싶은 열망을 지녔으나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민주화의 열망 속에서 이념적 대

립으로 인해 전쟁경험세대와 마찬가지로 적의 논리를 내면화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금의 40대에 해
당하는 세대로서 경제· 문화적 혜택 속에서 가장 풍족했던 20대를 보냈으며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열
망이 컸으나 IMF으로 인한 실업 문제로 인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된 X세대와 어느 세대보다 자아 실현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의 횡포 속에서 관계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며 신자유주의자본주의 사
회에서 ‘N포 세대’라고 불리게 된 밀레니엄 세대(2·30대)를 이해하고자 한다.19)
이러한 논의20)를 통하여 이전 세대의 고통을 통해 포스트휴먼 시대, 기술적 창의성을 향한 천착만이 아닌
사회적 창의성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적 소통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때 키스 소여는 그의 책 『집단 천재』에서 이러한 사회적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다음과 같은 획기적
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우리 모두는 모두 창의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성공은 행운이나 희귀한 생각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3. 성공은 많은 작은 스파크를 거쳐 상당 시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4. 협력은 개인들을 자신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각에 노출시키고 멀리 떨어져있는 생각과 연결시
키며 생각의 핵심을 변형시켜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한다.21)

18) 일본 식민지 경험 속에서 제국주의에 의한 전근대적 주체 욕망(식민사관)에 의해 일본을 통해 근대 주체의 경험을 한 세대로
서 전쟁경험 세대는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에도 불구하고 일본적인 것을 욕망하는 양가적인 심리, 즉 적대적 동일시의 세대
로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지닌 세대라고 할 수 있다.
19) 송형석, 위의 책, p.227 참조.
20) 3주차 강연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1)송형석,『나라는 이상한 나라』,알에치코리아, 2018:나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에 대한 세대인식
(2) 문요한, 『관계를 읽는 시간』, 더 웨스트, 2018: 자아의 분화에 따른 바운더리와 유형
(3) 시 <서정주 시집>: 애착 손상과 부채의식
(4) 시 <윤동주 시집>: 주체 욕망에 대한 부정과 성찰을 통한 타자성
(5) 영화 <이터널 선샤인>: 상실의 고통과 영원한 기억으로서 사랑의 서사
(6) 보웬, 남순현 역,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학지사, 2005: 보웬의 가계도와 세대인식
(7) 제러미 리프킨,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공감의 필요성
21) 송형석, 위의 책, pp.396∼pp.39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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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시대, 이러한 협력적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은 비단 애플 컬쳐의 모토라고 여겨지는 ‘다르
게 생각하기’의 사고 혁신과 같은 기술적 창의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아의 탈중심화22), 즉 주체중심의 휴머
니즘에서 소외된 전지구적 생물권에 이르는 타자성의 협력적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적 창의성의 확대를
위하여 타자를 이용하지 않는 신뢰의 원리에 기원한 자율성과 호혜성의 원리가 실현될 때 협력적 창의성은 일
과 놀이, 행복이 선순환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23)
옛말에 못된 시어머니 아래 고생한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처럼 군대문화와 직장문화 안에서
위계적 서열화와 수치심에 시달린 희생자들은 한국에 만연된 갑질문화와 같이 그들이 상사가 된 이후에도 계
속해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괴물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아 심리의 장이 사회 심리의 장으로 투사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주체의 휴머니즘을 너머 포스트휴머니즘으로의 협력적 창의성, 즉 우리 각자가 다른 생
명체이지만 생명체로서 모두가 같은 통합의 실타래에 연결되어있다고 하는 사회적 창의성을 통해 생물권의 고
통에 이르기까지 공감의 지평을 확장하는 타자성의 복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주체의 공포와 포스트휴먼 시대 교양교육의 미래
제러미 리프킨은 자신의 책『공감의 시대』에서 자의식의 발견과 공간 분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중세말에서
근대 초에 이르는 주거 형태의 변화가 사생활과 자율적 개인을 창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설
명한다.24)
이때 ‘자아’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세에는 대명사 '자신(self)'은 자신의 것(own)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1549년 이후에는 자기애(self-love), 자부심(self-pride), 자존감(self-regard)와 같은 단어들이 쓰이기 시작했다.
이어 근대적 정의로서 의식(consciousness)은 1690년에 자아와 의식이 결합한 자의식(self-consciousness)으로서
근대적 인간의 중심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상상적 공동체(imaginary community)에 불과했던
민족국가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기획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그것은 국가 차원의 문화적 결속을 더
욱 강화하기 위해 공통 언어를 통한 소통과 교육 체계를 통해 형성되었다.
이제 인간은 주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자의식을 발전시키게 되었으며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적 인간은 자신
의 존재 조건을 설명해주던 신성한 존재(신)와 결별하고, 자신이 누구이고 삶이 자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스스로에게 물어야하는 존재, 모든 것을 의심하는 존재로서 의식의 세속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25)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식의 주체로서 자의식을 지니게 된 근대적 인간은 신과 자연 같은 절대적 타자와 결별

22) 자아의 탈중심화를 설명하기 위해 자아의 분화에 따른 바운더리와 그 유형에 대해 설명하면 첫 번째, 나와 너의 경계가 불
확실하여 타자에게 종속되어 감정조절이 취약하고 불안심리를 느끼는 미분화유형과 두 번째, 자기중심성에 기반하여 타인
을 지배 혹은 방어하며 공감의 부재를 경험하는 과분화유형, 세 번째로 상호교류를 통해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 인간관계를 맺는 안정적 분화과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의 탈중심화는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바
운더리, 즉 포스트휴머니즘이 지향하는 새로운 중심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요한,『관계를 읽는 시간』,
더 웨스트, 2018, p.121 참조)
23) 이종관, 위의 책, p.400 참조.
24) 제러미 리프킨, 이경남 역,『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p.347.
25) 제러미 리프킨, 위의 책, p.3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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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세계의 중심으로서 인간중심주의 세계의 주체로 군림하게 되었다. 근대 휴머니즘의 이와 같은 탄생은 인
간의 본성에 대한 계속된 탐구과정에서 보여지 듯 자의식의 기저에 프로이드가 제기한 무의식이라는 통제되지
않는 힘을 발견하였으며, 다윈의 진화론, 상업 발달과 과학기술, 헤겔과 마르크스의 진화론적 역사 개념을 통
해 공간과 시간의 주인으로서 인간중심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 2차 세계대전은 진보적 역사관과 과학주의, 근대 휴머니즘적 주체가 결합한 권력 욕망
에 기인한 것이며 세계는 어느 때보다 그야말로 힘의 각축장으로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통
해 인간성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휴머니즘의 주체로서 인간을 소외시켰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쟁이 단순
히 공간 점유 욕망이 아니라 문명과 결합한 근대 주체 욕망에서 발원한 것임을 폭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의 공포는 이상의 시에서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가 상징하듯이 위협적인 자
연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공포를 재생산함으로써 자연지배의 계기와 마찬가지로 공포의 미메시스를 통해 정치
적 계기성을 합리화하는 주술적인 것26)으로서 근대 합리성과 주체 욕망을 가장한 전쟁 메커니즘의 기원이 되
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열등의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알프래드 아들러에게 인간에 대한 이해27)는 생물학적 우열의 법칙
과 마찬가지로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에 시달리는 인간으로 이해되었으며, 인정투쟁을 통해 자신의 열등의식을
넘어서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인종, 학력 및 성별 등의 지점에서 불평등이 더욱 초래되었다.
쇼펜하우어는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하는 논문을 통해 ‘네 인격이 모든 타인의 인격에서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비판하면서, 도덕성의 기초는 칸트가 주장한 순수 이성
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이며 곤경에 처한 사람을 자신의 곤경처럼 느끼는 관계에 대한 이해, 즉 공통의 인간성
에 대한 절실한 이해에서 나오는 위로와 공감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그는 도덕성의 기초는 순수 이성이 아
니라 감정과 느낌의 연민적 감정을 활성화하는 지점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하였다.28) 이러한 맥락에서 타자성의
윤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법과 도덕이 아닌 공감을 통한 상호 협력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발표 및
논의29)를 통해 대학의 교양교육에 있어서 공감 교육이 더욱 절실한 이유에 대해 토론하였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시대 공감 교육은 근대 주체의 공포에서 벗어나 4차 산업 혁명 시대, 기술적 창의성에
기반한 기술 융합과 더불어, 기술과 인간이 창조적 공간 속에서 서로 교호하는 융화된 미래 가능성을 위해 테
크노필리아와 바이오필리아에 앞서 타자성의 공감교육을 지향하는 다양한 협력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6) 아도르노, 이종하 역,『고통의 해석학』, 살림, 2007. p.20 참조.
27) 알프래드 아들러, 홍혜경 역, 『아들러의 인간이해』, 을유문화사, 2016.
28) 제러미 리프킨, 위의 책, pp.436∼pp.437참조.
29) 4주차 강연에 사용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알프래드 아들러, 홍혜경 역, 『아들러의 인간이해』, 을유문화사, 2016.
(2) 샌디 호치키스, 이세진 역, 『사랑과 착취의 심리』, 교양인, 2005.
(3) 아도르노, 이종하 역,『고통의 해석학』, 살림, 2007.
(4) 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나무연필, 2018.
(5) 시 <이상 시집>
(6) 영화 <주키퍼스 와이프>
(7) 가시미 이치로, 전경아 역,『미움받을 용기』, 인플루엔셜, 2014.
(8) 이종관,『포스트휴먼이 온다』, 사월의 책, 2017.
(9) 캐서린 웨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을까』,플래닛, 2013.
(10) 김성곤 편저, 『21세기 문예이론』, 문학사상사, 2005.

140

세션 2 포스트휴먼시대의 교양교육

이러한 협력적 연구를 위하여 융합적 교양인문학이 표방한 융합 및 통섭의 목적을 재사유하여 다양한 분
야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특화된 관점을 연구하여 종합하는 다중 학문이나 상호 작용의 과정을 통
해 공동의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상호 학문의 융합에서 나아가 협력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적 틀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유형, 방법, 문제를 공유하는 초학문적 연구로 나아갈 때 포스트휴먼 시대, 교양인문학은
탈가치적인 물리주의로서 트랜스휴머니즘 기술의 융합이 아닌 융화의 목적으로서 재창조되어, 협력적 창의성
과 타자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서 새롭게 탈바꿈될 것이며 타자성 회복을 위한 포스트휴먼 시대 인문학으로
서 의의를 지닐 것이라 생각한다.30)
<연구결과보고서>첨부 (한세대 기초교양교육원 김성현 연구원)
▶ 인문학 HAN 스푼 사진자료

1 주차

조혜진 교수는 05/09(목_1주차) ‘아싸와 인싸, 괴물의 상상력을 통해 본 포스트휴머니즘의 미래’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 함.

2 주차

조혜진 교수는 05/16(목_2주차) ‘사랑을 잃어버린 외계인들-성애화된 사랑과 에로스의 종말을 통해 본
타자성의 위기’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 함.

3 주차

조혜진 교수는 05/23(목_3주차) ‘거절감에 대한 이해-세대 특성에 따른 애착유형과 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창의성’에 대해 특강을 진행 함.

30) 이종관, 위의 책, p.35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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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

조혜진 교수는 05/30(목_4주차) ‘미움 받을 용기, 다시 사랑하기 위한 용기-주체의 공포와 타자성 회복을
위한 교양 교육의 미래’에 대해 특강을 진행 함.

▶ 객관식 만족도 조사 설문내용 및 답변비율 (결과요약)
번 호

내 용

평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

특강내용은 주제에 적합했습니까?

4.18

4.2

4.0

4.2

4.3

2

특강내용은 유익하고 흥미로웠습니까?

4.15

4.3

3.9

4.1

4.3

3

강사는 특강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까?

4.22

4.3

4.1

4.2

4.3

4

특강시간(50분)이 적절하였습니까?

3.85

4.0

3.7

3.7

4.0

5

추후 ‘인문학 HAN 스푼’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겠습니까?

4.43

4.5

4.4

4.3

4.5

4.17

4.26

4.02

4.10

4.28

평 점(5점 만점)
<주관식 후기>

• 50분 안에 특강을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관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 연이어 수업이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페미니즘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있어도 흥미로
울 것 같습니다.
• 간식이 아주 맛있고, 강사님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나 자신에 대한 미래와 현재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이 프로
그램에 참여해보았는데,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내가 봤던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을 뜯어보면서 전에는 몰랐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엔 인문학적 요소들을 접할 기회가 책 이외에는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짧은
시간동안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7. 앞으로 ‘인문학
H A N 스푼’에서
좋았던 점 또는
바라는 점은 무엇
입니까?

1주차

• 다시 한 번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볼륨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조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각보다 훨씬 유익했으나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싫존주의, 인정투쟁 등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었고 현재 20대들의 속내를 명확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알고 있는 작품들을 비교대상화 하여 강사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
니다.
• 영화와 문화 속 아싸들의 유형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재미있었습니다.
• 점심시간을 그저 밥만 먹고 끝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삶속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특강
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주차

• 교수님이 강의를 지루할 틈 없이 잘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영화를 예시로 들어가며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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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사랑’이라는 주제가 조금 별로였습니다.
• 연이어 수업이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45분쯤에는 끝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 사랑의 종류 중 로맨스에 관련한 이야기 위주로 진행된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의 주제로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 강의 중간 중간 영상자료도 첨부하면 더욱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인문학 강의라지만, 모르는 책들
이 나오면 흥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각 학생의 의견을 물었던 강의 토론 방식이 좋았습니다.
• 강의 시간은 45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 전쟁을 겪은 세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오늘 주제를 통해서 자존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3주차

• 심리학과 관련하여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 시간이 애매모호하여 끝까지 강연을 듣지 못하고 강의실 밖을 나서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 수업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학생들도 이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영화와 관련지어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거절에 대한 내 경험과 비추면서 관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학생들을 공감해주시며 강의해주신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 점심제공이 아주 좋았고, 매번 다른 강사님이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의내용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하신다는 점이 느껴져서 멋진 강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의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강의 녹화본과 PPT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정성이 느껴졌던 강의였습니다.

4주차

• 문학과 관련지어 이야기해주셔서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 매주 밝은 에너지가 잘 전달되어 좋았습니다.
•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타인과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절망하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 자신의 절실함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 45분이나 50분 안에 강의를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점심시간에 밥은 먹되, 인문학 특강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 운영결과 및 시사점
구 분

내 용
• ‘인문학 HAN스푼’ 특강내용이 주제에 적합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평점 5점 만점에 4.18점으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특강 주제에 대한 주차별 만족도는 각각 1주차-4.2, 2주차-4.0, 3주차-4.2, 4주차-4.3로 나타남. 2주차-‘사랑을
잃어버린 외계인들’의 경우 ‘사랑’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특강
주제

• 주관식 만족도 조사 결과 특강을 통해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
이 다수 있었음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시각에 대한 내용의 특강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페미니즘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포함된 특강이 진행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에 따라 차기 프로그램 기획 시 ‘소외계층’에 대한 특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의견으로는 ‘역사’, ‘세대차이’, ‘존엄성’, ‘자존감’, ‘상실감 극복과 우울증’, ‘4차 산업혁명’, ‘대인관계’, ‘가족’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이더 많았으면 하는 의견이 나타남.

특강
내용

• ‘인문학 HAN스푼’ 특강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웠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평점 5점 만점에 4.15점으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영화를 통해 인문학적 요소들을 설명함으로써 특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음에 따라
특강 진행 시 다양한 콘텐츠 및 익숙한 소재를 활용한 특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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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영화의 줄거리 또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짧게나마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강의내용에 이해를 도왔
을 때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있었음.
• 점심시간이 ‘밥만 먹고 끝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유익한 특강도 듣고 점심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는 의견이 다수 있음으로 점심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업 때문에 강의를 끝까지 듣지 못해 아쉬웠다‘,’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 다시 강의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만족도 조사 5번 추후 ‘인문학 HAN 스푼’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겠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4.43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따라서 차기 프로그램 기획 시 관련 예산 및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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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포스트휴먼 시대 교양 인문학을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사례 발표”
- 한세대 비교과 프로그램: <인문학 한스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곽상인(서울시립대)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자들은 보다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 학제간 교류는 물론 ‘융복합’을 시도하고 하이브리드 한, 그야말로 혼종을 통해 창출되는 결과물에 주목하
고 있습니다. 고유 학문의 벽을 없애면서 복잡다기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공지능과 맞싸울 수 있는 ‘인간자원’
을 양성하는 것이 시대의 소명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그 학습과정의 기저에 ‘인
간(성)’이 있음을 잃지 않고 있으며, A·I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인간의 감성이라는 점을 또한 인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문학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타자적, 상호적, 협력적 특
성을 지닌’ 네오휴먼이 차세대의 신인류로 탄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 대학들도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
한 모멘텀과 티핑포인트에 편승하고자 교양의 영역을 확장하고, 자유와 융합을 접목한 융복합학부 등을 신설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에 신경을 씁니다. 요컨대 아카데미컬한 공간에서 Neo-creative한 인재를 발굴하
는 데 힘쓰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조혜진 선생님의 발표문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글
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가 있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포스트휴먼시대에 교양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그 안에서 휴먼의 타자성 내지는 주체의 욕망이
어떤 식으로 변모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사랑과 에로스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 N포 세대들의
‘사랑 포기’야말로 타자성을 소멸하는 행위라고 하였고, 애착의 유형과 관계를 살핀 부분에서는 식민지 경험-전
쟁체험-민주세대-X세대-밀레니엄 세대에 이르기까지 세대의 다양한 특성을 연결하는 사회적-창의성이 필요
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체 소멸에 대한 공포는 협력적 소통과 타자성 회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저와 유사한 견해를 지니고 있어 반갑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융
복합적인 교육을 통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도하여 타자와 소통하는 교양인을 양성하자는 것이 본 비
교과 프로그램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내내, 저 자신도 선생님께서 던져주신 물음에 대한 해답
을 좇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싸와 인싸 사이에서 방황하는 주체의 두 얼굴>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4주 동
안, 그것도 런치타임을 이용하여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은 그 짧은 기간에
선생님께서 제기한 철학적 물음들을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타자’, ‘타자성’, ‘실존’, ‘휴
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주체의 소멸’, ‘제4차 산업혁명’, ‘트랜스휴먼’, ‘탈존’, ‘싫존주의(싫음의 개인적 취향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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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랑’, ‘에로스’, 심지어 정신분석학에서 다루는 주된 개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개념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경우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독서공동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데, 이는 12주 간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4~5명이 한 조가 되어서 <시대 100선>으로 지정된 도서 중 5권을 필
수적으로 읽고 모둠활동(총10회, 학생들의 자발적 토론 모임)을 통해서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
에 2~3회 정도 비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자로부터 티칭을 받고, 4주차에 한 번(총3회) 정도 외부명사의 학내 초
청강연을 수강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독서지원금은 물론, 5권의 도서가 무상으로 지급되고 모둠활동비까
지 지원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주차에는 최종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른 조들과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결과물 중 3위까지 시상
하는 형태로 비교과를 운영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교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고 그 성과가 유의미해
지기 위해서는 ‘기획 → 학생참여 → 자체적 모둠활동 → 교수자의 티칭 → 외부명사 초청강연 → 활동비 지원
→ 동기부여 차원의 시상식’ 같은 프로세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
구요. 제 경우에는 12주 동안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형태로 비교과를 진행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되레
4주차 안에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비교과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 물론 논문 후반부
에 그 설문결과를 공개했습니다만 -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는 매 주차마다 특강을 통해 문학작품(시, 소설), 영화, 교양서적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수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싸와 인싸 사이에서 방황하는 주체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와 부합한
콘텐츠가 소개되어 있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학생들의 경우 강의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특강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매 주차에서 강의할 내용을 사전 공지 받은 후 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
서 특강을 듣는 것인지입니다.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한다거나 개별적 활동을 통해 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도로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비교과를 신청한 학생들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결과
물은 없는 건가요? 특강를 수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런치타임을 이용하셨다면 대략 50분 내외일 텐데,
이 시간 동안 강연장에서 토론이 가능한지요?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고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학생들끼리의 모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강의 형태로만 끝났다
면 이 프로그램을 과연 ‘비교과’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대한 점입니다. 설문조사는 사전과 사후 중
언제 이루어졌는지, 두 경우 모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4주차를 마친 후 한 번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에 걸쳐 설문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같은 설문문항을 제공하여 사전과 사후의 데이
터 값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
는지를 분석합니다. 물론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행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설문을 하는데요, 선
생님의 경우는 어떠했는지요? 아울러 한세대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유의미한 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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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1 대학교양 체육의 역할과 미래

대학교양 체육의 역할과 미래

김윤명(연세대)

1. 서론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에 대해 명
확한 정의가 존재하거나 객관적 지표를 통한 직접적인 측정은 불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권리, 안전, 복지, 교육, 경제적 안정, 건강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관적 만족감이
나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열 등, 2001).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건강
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well-being)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이는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정신적 행복과 사회적 안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체육활동은 다양한 신체적 움직임(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기능 향상과 더불어 인지적, 정신적, 사회적 발
달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윤대
현, 이주욱, 2014).

따라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는 체력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는 대부분의 인종과 성별, 연령
에 걸쳐 혈당(glucose)을 개선하고, 혈중지질(triglycerides), 혈압(blood pressure), 복부지방(abdominal adiposity)
등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비만(obesity), 심혈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및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등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

의 발생 위험률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Kim, 2017).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에 대한 배려, 적극성, 사회성 등의
향상에 기인한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의 교과과정은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인간의 삶과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한
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전공교육과는 독립적으로 교양교육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합리적, 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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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통찰력, 자질 등이 함양된 인재를 배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교양교
육의 영역 중에서 체육은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 교양교육으로서의 체육은 이미 오랜 시간 존재해왔으나, 오래
전부터 위기를 맞이해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서 설명한 체육활동이 갖는 포괄적 의미와 대학의 교양교
육의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체육이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교양 체육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양교육으로서의 역할이나 의미가
점점 축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 과거에는 교양 체육은 필수로 지정되어 몇 학점 이상을 수강해야만 졸업이 가
능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1~2차례는 반드시 신체활동을 해야만 했다 (이용식, 2014).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대
학에서 교양 체육은 축소되거나 선택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
이다. 이는 교양 체육이 대학 교양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충분한 경쟁력과 교육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교양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정애, 2012). 본 글
을 통해 교양 체육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교양 체육의 필요성과 역할
대학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 체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육은 단순히 하나의
스포츠 종목을 위한 기술 습득 수단이 아닌 건강 증진을 통해 일생의 well-being을 추구하는데 그 목표가 있
다. 규칙적인 체육활동은 체력과 운동능력의 향상을 통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교양체육은 그 역할과 규모가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현실
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신체활동 또는 체력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면 대학 교양체육의 축소
라는 현실은 당연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실천
율1)은 남성 50.6%, 여성 46.6%로 조사가 시작된 2014년(남성 62%, 여상 54.7%)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력운동실천율2)은 남성  27.5%, 여성 15.8%로 나타났으며, 걷기실천율3)은 약 39.0%로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국내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은 어떨까? 2018년 우리
나라 소아청소년 신체활동 실천률4)은 남학생은 20.3%, 여학생은 7.1%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최근 7일 동안 학습의 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주중 하루 평균 시간은 남학생 386분, 여학생은 492분,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주중 하루 평균 시간은 남녀 평균 약 185분 정도인 것으로 좌식생활 수준

1)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75분 이상 실시한 분율
2) 근력운동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 분율
3) 걷기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4) 소
 아청소년 신체활동실천율: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에 상관없이 심작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
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150

세션 3 예체능맥락의 교양교육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국민체력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20대 초반 남성과 여성의 체
격(신장, 체중)은 30년 전 동일연령과 비교해 매우 유의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지표(유연성, 근력, 순발력)
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부터 성인기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과거보다 신
체활동 및 체력 수준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혈관질환과 같은 다
양한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및 국외 일부연구는 학창시절의 체육활동 경험은
이후의 체육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성원 & 박윤식, 2012; Vanreusel et al,
1997). 또한 이경선 (2013)은 우리나라 특성상 대학 교양체육의 경험이 평생체육의 입문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의 다양한 체육활동의 경험은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은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의 향상 및 개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
한 체육활동은 욕구충족, 스트레스 해소 등의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고 협
동과 배려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윤대현, 이주욱, 2014).
과거의 체육은 기술이나 기능의 습득, 신체적 발달, 생리적 건강의 향상 등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
지만, 현재는 신체적 영역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영역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주훈
(200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체육활동 참가가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2.2. 교양 체육의 발전방향
교양 체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교양 체육 수업의 참여동기, 만족도, 운동지속의도, 운영실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허현미, 김숙자(2003)의 연구에서는 교양 체육 수업은 다른 교과목과 비교하여 수업내용, 평가방
법, 담당교수 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의 약 90% 이상은 교양 체육 수업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우, 2003; 정의권, 이성국, 2004). 체육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한다면, 그
학습 과정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안전, 자기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나아가 우리사회에 필요
한 바람직한 인격과 사회성 함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이는 교양교육으로서의 체육은 대학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 하나라는 정당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부대학에서는 교양 체육을 비교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대체하는 경
우도 있으며, 유명한 해외 대학에서 교양 체육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에서의 교양 체육은 해마다 축
소되거나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개혁평가, 학문중심에서 취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대학교육, 취업을 위한 학점관리와 스펙 쌓기 등, 현재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
을 직시하지 못하고 교양 체육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의 부족은 위와 같이 교양 체육의 축소 또는 폐지라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 교양 체육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며, 교양교육으로서 어
떠한 경쟁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통찰, 변화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교양교육으로서의 체
육수업의 발전방향을 세 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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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양 체육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교양교육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육이 내포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와 의미는 이미 교양교육의 목표와 상통하는 부분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체육은 교양교육의 추구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추구해야할 교양 체육의 철학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양 체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운영, 시설, 교수법 등과 같은 교양 체육의 다양한 문제점 및 개
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양 체육이 지향해야할 교육 철학 및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학 체육 수업이 기능 위중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적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양 체육 수업은 1~2학점, 1~2시간의 실습 위주의 활동, 실기 종목에 대한 기
초 지식 및 기능 습득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심동적 성장의 도모가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것은 사실이
지만 이와 더불어 인지적, 정의적 성장을 도모하여 전인적 교육활동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
양 체육 운영 주체 스스로의 확인과 개선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양
체육 교육과정의 모델 제시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양 체육 수업 참여의 확대이다. 대학별로 상이하지만, 교양 체육은 1950년대부터 문교부 지침
으로 약 2~8학점 필수과목으로 운영되었다. 1970년대 군사적 상황에 따른 교련과목 확대로 4학점 정도로 축
소되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 체육은 필수교과로 운영되었다. 이후 1980년도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까지도 약 2~4학점의 필수교과로 운영되어오던 교양 체육은 이후 대학교육 개혁에 따라 대학 자율적으로 운
영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선택교과의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용식, 2014). 현재는 그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하여 교양 체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양 체육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 체육은 졸업과는 무관한, 참여
의 기회를 갖지 않아도 상관없는 과목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특히, 한 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건강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은 건강한 삶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한다. 하지만 국내 성인의 신체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좌식생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지속적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은
1980~90년대보다 신체활동의 참여를 통한 건강의 유지와 증진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은 고
등교육기관으로서 구성원의 신체활동 참여의 기회를 더욱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3. 결론
대학 교양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통찰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며, 사회가 요
구하는 능동적이며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양 체육의 역할은 분명 존
재한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 및 건강증진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대인관계 및 사회성 발달, 리더
로서 갖추어야할 협업정신, 도덕성 함양 등과 같은 체육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한다면 교양교육으로서 체육은
분명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교양 체육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판적인 분석과
올바른 시각으로 교양 체육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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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대학교양 체육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토론

윤정식(연세대)
발제자도 언급하였지만 교양체육은 다른 교과와는 다르게 스포츠를 통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
시켜주며 바람직한 사회성과 도덕성을 형성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교양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교양
체육의 중요성을 보고하였지만 대학교육에서 체육이라는 과목은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
니다. 이에 발제자는 교양체육의 역할과 발전방안으로 교양체육의 중요성과 대학에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
여 폭넓은 의견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발제자가 제시한 교양체육 확대 방안과 더불어 제도적 지원이 현실화 된
다면 교양체육의 내실을 다지고 학생들을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본 토론에서는 교양체육 강화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토론자가 제시한 발전방향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양 체육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교양교육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체육전공자로서 교양체육은 전인교육으로 가장 적합한 학문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에서의 교양체육영
역은 해가 지날수록 불필요한 영역으로 취급을 받고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양
체육이 필수가 아닌 선택교양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교양교육 개혁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
양체육의 위기에 가장 큰 원인은 체육계에서는 이 위기에 대처 방법을 수립하지 못한 채 대학 교양체육 과목
축소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과 대학 교양체육에 관한 문제는 각 대학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현상
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발제자가 제시한 교양교육의 한 축으로서의 교양체육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많은 토의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체육 수업이 기능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적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
이 요구된다.
각 대학의 교양체육 교과목들은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체육이라는
특성상 실기과목 비중이 중요하지만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양교육의 가치와, 신체적 발달,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체육교육의 가치 추구 에도 한계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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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의 기술을 습득하는 형식의 수업방식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황에 대학의 교양체육
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래전부터 해 오던 과목과 수업방식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 문제인
데 많은 학자들은 스포츠 기능의 습득이라는 목표에만 충실한 교육방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교양체
육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활동은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따
라서 교양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과목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데 발제자께서 현재 진행하거
나 구상하고 있는 교과목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양 체육 수업 참여의 확대이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교양체육을 통해 신체활동 참여의 기회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제언에 깊이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양체육이 대학에서 확대 되어야 한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설득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
니다. 당연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체육이 필수교과에서 선택교과로 운영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야 합니다. 교양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발제자께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구체
적인 확대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발표에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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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음악관련 교양과목의 운영현황
및 우수강의 사례를 통해 본 예술교육의 지향점

류경선(고려대)

1. 서론
시대를 담는 변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지속되어야 할 교양교육의 이상과 가치가 있다.
교양교육은 단과대학 단위로 개설되어 지속되는 전공교육 시스템에 비하여 변화에 대한 모색이 힘들다. 때
로는 학교 운영자의 이상과 철학에 따라 교양교육의 큰 틀이 바뀌기도 하는데 특히 예술 관련 교양과목의 강
의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기준이 그렇다. 교육의 전 과정에서 중요성을 굳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대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은 교양교육의 우선순위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거나 여러 상황과 변화에 따라
향방을 달리하였다. 예술 과목들이 교양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학교들 중에는 이와 관련한 단과대학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다. 예체능 관련 단과대학이 없는 경우 관련 학과를 전공한 담당교수의 부재
로 인해 교과목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련한 자문이나 개선안 등의 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
련 단과대학의 유무는 강의 및 실습의 환경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1), 그 유무에 따라서 대학에서의 예
술 교양교육의 이상과 지향점이 달라지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계속하여 축소되는 교양교육, 그중에서도 예술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로 2014년인
개교 109주년 역사상 처음으로 음악 전임교수를 초빙하였다. 이후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음악 관련
한 교양교육 과목들을 재정비하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과목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발전방
향에 대하여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고려대학교의 교양교육원 소속 음악교원으로서 그간 진행한
음악관련 교양과목의 재정비 과정과 운영현황을 통하여, 그리고 개설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음악관련 과목 중 핵

1) 예
 체능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라면, 교육 및 실습의 효과를 위하여 최적의 실습환경을 위한 모색과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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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양 과목 중 ‘문학과예술’2) 관련 과목의 하나인 <현대음악의이해>와 선택교양 과목 중의 하나인 <기초음악작
곡법-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3)  2개 우수강의 사례를 통하여 음악 예술교육의 지향점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2. 본론
먼저 고려대학교에서 개설되어 운영 중인 음악관련 교양과목의 현황을 언급한 후, 시대를 담는 변화를 다루
는 수업 <현대음악의이해>와 지속적이어야 할 예술교육의 가치를 반영해 내는 수업인 <기초음악작곡법> 두 과
목의 우수사례를 통해 과목의 운영방식과 그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2.1. 고려대학교 음악관련 교양과목의 운영현황
고려대학교의 ‘대학’은 문과대학, 경영대학, 정경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 정보대학, 생명과학대
학,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국제학부, 미디어학부, 디자인조형학부, 자유전공학부, 정보보호학부의
총 16개 단과대학과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교양교육은 공통교양, 핵심교양, 전공관련교양, 선택
교양의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전공관련 교양을 제외한 나머지 교양과목들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운영
및 관리를 교양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교양교육원에서 관리하는 음악과목의 수는 2014년도 이전에는 현재보다 몇 개가 더 많이 있었다. 그러나 같
은 강의자가 과목명만 다르게 하여 다른 수업들을 개설한 후 이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거나, 수업방식 개선
의 반복된 권유에도 강의자의 매우 낮은 강의평가 점수가 재차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이 후 일
부 과목들이 폐지되었다. ‘음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과목이고 당시 본교에 음악전공을 한 재직자가 없는 상
태이다 보니, 수많은 교양과목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과목들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관련 전공의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끔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
악전임의 채용 이후로도 과목의 개설신청 공고 없이 음악관련 강의자의 추천서류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는
데, 도착한 서류들과 수업계획안 등을 검토해보면 대학에서 관련 수업의 이력이 전무하거나 음악전공자로서의
전문가적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음악전임의 채용 초반에도 지속되다가
면밀한 검토와 객관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반려할 수 있게 된 현재 이런 문제점들은 거의 대부분 개선되었다.
현재 교양교육원에서 개설 및 관리 중인 음악관련 개설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직접 개설하여 진행하는 핵
심교양 문학과예술 영역의 <현대음악의이해>와 <클래식음악의이해와감상> 2과목, 그리고 일반교양 및 예체능
과목 등으로 개설되는 선택교양 과목 <기초음악이론>과 <기초음악작곡법>, <낭만파음악산책>, <한국음악론>,

2) 핵
 심교양은 전임교원의 전공분야의 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개설되는 수업이며, 졸업요건으로 전교생은 핵심교
양의 세계의문화, 역사의탐구, 문학과예술, 윤리와사상, 사회의이해, 과학과기술, 정량적사고 총 7개 영역 중 서로 다른 3개의
영역에서 각각 최소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이 중 음악관련 과목은 문학과예술 영역에 포함된다.  
3) 정식 과목명은 <기초음악작곡법>이며 부제인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만든 노래집의 제목이자 발표 실연음악회의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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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의이해> 5과목으로, 분반이 진행되는 수업을 포함해 매학기 모두 8개의 음악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진
행되고 있다. 이 중 <한국음악론>과 <판소리의이해> 같은 국악관련 수업 2개와 <낭만파음악산책>은 모두 선
택교양 수업으로 객원 혹은 겸임교수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 교과목은 음악전임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2.2. 고려대학교 음악관련 우수강의 사례
앞서 언급한 매 학기 개설되는 총 8개 음악관련 교양과목의 강의평가는 대부분 우수한 편에 속한다.4) 강의
평가의 결과가 강의자의 능력이나 과목운영의 우수함과 직결되지는 않겠으나 최소한 이 결과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핵심교양 2과목과 선택교양 2과목
을 강의하고 있는데, 매 학기 조금씩 수강인원을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수강정원의 배에 달한
다. 이런 호감도에 비하여 수강정원이 적은 것은, 강의환경 상 수업운영자를 도와 줄 조교가 없거나 조교가 배
정이 되어도 음악전공자가 아니기에 음악적 평가나 피드백 등을 보조하기에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자가 수업의 운영에 있어 평가와 피드백까지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하기에 수업의 효과적 전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의 인원을 수강정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신 수강신청이 완료된 수강생들에 한해
서는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인적 피드백을 가능한 한 자주 제공하며 관리를 하고 있다.
<현대음악의이해>는 고려대학교에서 음악과목으로는 처음 개설된 핵심교양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인으로서 시대를 앞서 나가는 동시대 음악예술의 흐름과 내용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1900년 이후 음악사조
의 흐름과 대표적 작품들을 통하여 해당 작곡가와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음악어법을 소개하고, 작곡가와 작
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 타 예술장르와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음악 언어의 혁신적이고도 새로운 변화를 전달
하는 것이다. 이듬해 개설된 <클래식음악의이해와감상>은 ‘클래식’음악의 범주에 해당하는 명곡의 레파토리들
을 관현악곡과 오페라, 실내악과 같은 장르 별로 접근하면서 각 시대별 혹은 작곡가별 음악의 특징에 대하여
다루는 수업이다.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서 접근 해 보고자 하는, 그러나 그 접근을 위하여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양수업이다. 담당교수의 강의와 동영상 및 음원 감상이 주를 이루며, 16주 중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은 좋아하는 음악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학생들의 조별발표와 참여로 진행된다. 또한 학기 중에 직
접 클래식 음악회장을 찾아가 듣고 감상문을 써 제출하는 수업 참여 또한 음악에의 접근에 큰 몫을 하게 된다.
선택교양 중 <기초음악이론>은 음악의 기초적 구성요소와 이론을 실습과 응용을 통해 이해하는 수업으로,
기초이론적 지식부터 알고 싶어하고 이의 습득을 위하여 매 주 시간 할애하여 실습과제를 풀며 제시된 수업
방향을 따라오고자 꾸준히 노력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기초음악작곡법>은 ‘작곡’이
란 과정 자체, 즉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의 음악적 언어로의 표현을 직접 시도해 봄으로써 음악의 요소나
악곡구성의 원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수업으로 2009년도에 본 연구자가 개설한 수업이다. 음악을 만드
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매 주마다 음악의 구성원리를 배우고 관련된 내용을 제출된 과제로 실습하며 후
반에는 직접 가사도 쓰고 음악을 붙여 노래로 완성한 후, 제출한 악보를 음악회 형태로 연주까지 해야 이수가

4) 고
 려대학교는 학기 후반에 해당 교과목 수강학생들의 수강소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위5%에 해당하는 강의를 대상
으로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후, 선정된 과목의 교수자에게는 석탑강의상을 수여한다. 또한 상위20%이내의 강의를 대상
으로 별도의 기준 적용한 후 우수강좌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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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수업으로, 음악관련 교과목들 중에서 학생들의 몰입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위 4개의 수업이 모두 우수강좌로 선정되거나 석탑강의상에 선정된 과목들이다. 이 중 핵심교양 <현대음악
의이해>, 선택교양 <기초음악작곡법> 두 과목을 사례로 정하여 각 과목의 구체적 학습목표와 운영방식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2.1 <현대음악의이해> 과목의 운영
본 과목은 현대음악을 통하여 작품에 반영된 새로운 음악어법을 소개하고, 작곡가와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 타 예술장르와의 소통과 이해, 그리고 음악 언어의 혁신적이고도 새로운 변화를 수강생들에게 전달함
을 목표로 하는 핵심교양 수업이다.
수업시간은 담당교수의 강의와 음악에 대한 토의 및 질문 등이 주를 이루며, 동영상 및 음원 감상은 시간
관계상 주로 링크 혹은 음원을 게재해 놓은 블랙보드 상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평가는 수업참여도, 2건의
과제제출, 조별발표, 중간 및 기말 시험 등으로 이루어진다.
과제는 감상문 제출과 현대작법실습 제출의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과제는 동시대에 창작되고 있는
현대음악회를 본인이 직접 예매하고 음악회장을 찾아가 감상한 후, 감상문을 써 제출하는 것이다. 이 후 학생들
의 현대예술 및 현대음악에 관련된 이야기 혹은 궁금증 등을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를 공유하며, 수업 중
수강생 전체와 담당교수가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과제는 현대음악작법의 실습 과제
제출인데, 학생들에게 현대음악의 대표적인 기법인 무조음악 음열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음열제작 실습을 과제
로 제출하게 한 후, 이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진행한다. 이 두가지의 과제 제출 혹은 실습과 평가 그리고 개인
적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새로움에 대한 적응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16주 중 12, 13주차의 2주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조별발표와 참여로 진행되는데, 정해진 인원별로 블랙보드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조를 구성한 후, 본인들이 정한 현대음악에 관련한 내용과 음악을 모든 수강생들에
게 소개하고 들려주는 발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현대음악에 관련한 발표의 범주는 편의상 강의자가 제시하는
데 매 학기 조금씩 변경된다. 이번 학기는 특정한 현대음악 작곡가들 이외에도 특수악기 혹은 기존의 악기 개
념에서 탈피한 사운드, 현대 창작음악을 위주로 하는 국내외의 전문연주단체, 클래시컬한 현대음악의 계보가
아닌 대중적 뮤지션들 중에서 획기적 음악행보의 혹은 시도의 인물이나 그룹, 국악의 전통승계와 창작의 현
황 혹은 방향, 영화에 나타나는 현대음악적 사운드, 미디어 아트 혹은 사운드 아트 등을 주제 범주로 하여 조
별 발표가 진행된다.  
이러한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수업시간과 수업준비시간 이외에도 실제 위의 다양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
달하고 평가하고 개인적 피드백을 온라인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전달해주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실습과 토론을 병행하는 것과 그냥 학생들에게 강의만 들으라고 하는 것과는 그 효율성의 차이점
이, 특히나 음악과목에서는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감당하고 있다.
2.2.2 <기초음악작곡법 -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 과목의 운영
‘창작’의 단계는 관심의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초음악작곡법>을 통해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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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예술적 가치와 기술력이 뛰어난 완성도가 높은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이 아니라 ‘작곡’이란 과정 자체, 즉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의 음악적 언어로의 표현을 직접 시도해 봄으로
써 음악의 요소나 악곡구성의 원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업은 작곡하기 위한 과정의 여러 실습을 나누어 진행하며 주 2회의 수업이 모두 강의와 실습내용의 공유
로 진행된다. 수업의 2/3선까지 이러한 실습을 진행한 후에, 학기 말에는 자신이 선택 혹은 작시한 가사에 노
래를 만들어 그 과정과 의도를 설명하고 직접 연주발표 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적평가는 수업참여도와 8건의
실습과제, 그리고 한 학기 수업을 정리하는 의미의 간단한 기말퀴즈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8건의 과제작성 과정 자체가 앞서 언급한 작곡의 과정을 나타내기도 하기에 단계별로 설명을 추가하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이 후 노래에 사용하게 될 장・단조를 제외한 그 밖의 다양한
음계의 구성을 배운 후 그 음계를 활용하여 단선율을 작곡하는 것이다. 제출한 악보를 공유하여 해당 음계를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기보법 오류 등의 문제점들을 정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음악에 색감을
더해 줄 화음의 구성 원리를 익히고 다양한 화음기호를 실습하여 만들어 보는 것이다. 3화음과 7화음 등의 다
양한 화음들을 다루고 대중음악기호로 표기하는 방식을 익혀 차후 노래악보에 기입될 화음기호를 미리 실습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율성을 더욱 강조해 줄 수 있는 비화성음의 다양한 종류들의 개념을 익히고 실습하
는 것이다. 총 10개의 비화성음의 종류들을 정의와 악보의 예, 한글 명칭과 영어 명칭으로 정리하며 실습과제
의 제시된 선율 중에서 비화성음을 추출하여 그 종류의 이름을 영어 약어로 표기하는 실습과제를 진행한다.
네 번째는 음악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기발전 방법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배우고 익힌 후 간단한
길이의 악보들을 예로 찾아 그 음악의 동기 자체의 특성과 동기발전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16마디
나 24마디처럼 간결한 길이로 완성된 동요 같은 음악을 찾아 분석하여 음악의 구조적 통일성과 다양성을 위한
작법을 귀납적으로 고찰하게 한다. 다섯 번째는 다성부 음악 작곡의 첫 단계인 2성부를 위한 음악을 8마디 작
곡하는 실습이다. 2개의 성부는 목관악기인 클라리넷 2중주를 위한 음악으로 연주될 것임을 감안하여 악기에
대한 음역이나 음색 그리고 주법 등의 특성들도 학습하고, 가급적 두 성부가 독립적인 선율로도 가치가 있으면
서 동시에 서로 잘 어우러지는 대위적인 2성부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제출된 악보는 악보집으로 제작한 후
클라리넷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을 2명 섭외하여 연습을 시킨 후, 이후 수업시간에 연주자들이 수업장
소에 직접 방문하여 전 수강생의 2중주곡을 연주하게 해서 수강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연주자를 통해 실연되
는 것을 듣게 한다. 이를 통해 작곡가로서 악보의 제작과 연주자에게 전달된 악보가 의도 전달이 잘 되는지 등,
작곡가와 연주자로서의 의도나 견해 등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독창이나 2중창의 노래로 만
들 가사를 직접 작시하거나 시를 선택하여 개작하는 것이다. 본인이 작사한 배경이나 의도를 써서 낭독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음악적 도구인 조성이나 박자, 속도, 음역, 화음, 리듬,
편성 등을 어떻게 할까를 함께 고민한다. 이 낭독의 시간에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교양수업
을 혼자 듣는 외로운 대학생들이 동료 수강생들의 낭독을 들으며 이들의 사연과 이야기에 집중하고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다. 강의실 안의 전체 수강생들 사이사이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인연의 끈들이 생겨나 연결
되는 느낌마저 든다. 일곱 번째 과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서 선율과 가사, 화음기호, 악상
기호, 속도기호 등을 기입하여 악보로 만들고, 가사를 노래로 만드는 작곡의 과정과 노래의 특징에 대해 써서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된 노래집은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집으로 제본되어 전 수강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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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과제는 노래집으로 만들어진 악보를 실제로 연주하는 것이다. 총 3회의 음악회로
나누어 연주 진행되며, 수강생은 본인이 혼자 다 하지 않더라도 가창이나 악기 연주 등 실연을 위한 과정에 반
드시 참여해야 한다. 전문가가 아닌 만큼 무대 위에서의 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연주를 동영상으
로 만들어서 음악회 때 발표형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허용한다. 실연이 끝나면 한학기동안 함께 한 수강생들에
게 곡에 대한 소감을 듣거나 곡의 구성과정 혹은 사용한 프로그램 등에 관련한 질문을 받아 이에 답을 한다.
모든 과제실습의 절반 정도는 과제 제출 직후 수업시간에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함께 진행한다. 과제실습의
나머지 절반은 개인 피드백 시간을 두 번 정하여 틀린 내용을 지적하거나 음악적인 조언의 시간을 갖기도 하
고, 피드백 시간에 본인이 평소 궁금해 하던 음악에 관련한 질문에 답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학기말 시험이 끝
난 직후에는 신청자에 한해 개인적 피드백의 시간을 추가로 마련하여, 발표된 노래에 대한 음악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더하기도 한다.
다른 음악과목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수강생이 대부분인 과목으로, 간혹 수강생들의 후기를
보면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학습과 이를 실습으로 제출하는 과제가 매 주 있어서 전공과목 공부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더 걸렸다고도 한다. 선택교양 수업이기에 상대평가로 성적을 평가받는 제도적인 부분도 수강생의 입장
에서는 다소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다.5)
강의자에게도 이 과목이 수업준비와 수업진행 시간 이외에 피드백과 평가를 위하여 가장 많은 개인적 시간
을 소요하는 과목이다. 그러나 수강생들의 음악작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열의, 그리고 실제 결과물인 창작
노래는 이들을 위해 할애한 시간이 아깝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해줄 수 있을까 까지 고민하게
한다. 실제로 이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는 앨범을 발매한 학생들도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꾸준히 곡
을 발표하는 학생도 있고, 대학 졸업 후에 대중음악 작곡가를 직업으로 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이들의 노래 중에는 기성작품으로 연주되어 발매되어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작품들이 있으며, 실제로
수업 마지막 음악회인 실연 시간에 수강생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작품들은 교내 학생들의 교양축제 기간에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데뷔 무대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6)  

3. 결론
학기 초반, <현대음악의이해> 강의개요 시간에 처음으로 들려준 현대음악을 듣고 잔뜩 긴장하여 낯선 소리
에 공포감마저 느꼈다고 이야기 했던 수강생이, 학기 후반에 훨씬 더 전위적이거나 새로운 음색의 현대음악을
어색해하지 않게 듣거나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학기 초반에 블랙보드의 토론실
에 ‘내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혹은 ‘내가 추정하는 현대음악이란?’의 주제를 올리고 이 주제에 전 수강생들이

5) 예술 창작수업을 상대평가로 운영하는 것은 개선되야 할 문제점이다.
6)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은 매해 11월초의 한 주 동안을 교양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그 주에 학교의 대표적인 핵심교양의 수업
과 학생들의 문화예술 발표무대인 ‘시선가(시와 선율이 흐르는 가을밤)’ 행사를 진행한다. 시선가 무대는 학생들의 문학 낭송
과 음악연주 및 발표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기초음악작곡법 수강생의 작품이 발표된다. 무대의 행사는 교육매체실에서
정식으로 촬영된 후 고려대학교의 홍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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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본인의 의견을 댓글로 남기게 하는데, 작성 후의 댓글들은 한동안 수강생의 블랙보드에서는 찾을 수 없
게 비공개로 설정했다가 학기 후반에 이 주제와 댓글을 공개로 전환하여 다시 읽어보게 하였다. 수강생 중 다
수가 현대음악에 대한 정의와 생각이 훨씬 더 유연해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음악전공생들도 어려워하는 무조적 음열 만들기를 실습하고 48개의 매트릭스를 채우는 실습을 음열의 이상
적 조건을 세세하게 입력하여 코딩을 하여 무조적 음열 매트릭스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학생도 있다. 물론 조
건을 입력하고 코딩하여 무조적 음열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 해도 리듬과 음색, 음역, 악상, 악기구성, 시간 등
다른 음악적 분위기와 함께 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이것을 예술적 창작의 단계로 인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음열
자체에 대한 많은 작곡가들의 우려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음악, 그것도 현대음악 수업에서 과제를 코
딩한 지난 학기 수강생의 시도는 내게 그리고 음악학계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기초음악작곡법> 수강생 자신들이 쓴 가사의 낭독과 설명에는 재치 넘치는 가사도, 뜨거운 사랑을 속삭이
는 연애가사도, 대학생으로 마주하게 된 현실의 여러 문제점을 표현하는 가사도 있다. 그리고 낭독하던 학생이
도중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한 사연의 가사도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에 동료 수강생들은 모두 같이 웃고, 화도 내고, 말문이 막혀 갑갑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노래로 실연 발표할 때에는 실제 매우 잘 만들어진 좋은 음악과 좋은 연주도 있었지만, 예술적 완성도를 떠나
서 모두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다.
주 1회 한 시간씩 꼬박 일대 일로 진행하는 작곡 전공생들의 전공레슨 수업에서도 시간이 부족한데,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명의 클래스 수업으로 작곡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성적을 평가할 지에 대해서 막막하기만 했
다. 다행히 전심으로 함께 했던 수강생들 덕택에 여러 과정과 개선의 시도 끝에 약 10년에 걸쳐 현재 고려대학
교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도 유일무이한 음악창작의 교양과목이 되었다. 그리고 매 학기 만들어지는 수강
생들의 창작곡집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의 노래들은 학내 밴드와 음악동아리 등을 통해서 자주 연주되고 있
다. 이렇게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가사의 창작노래집은 이제 고려대학교의 음악으로 담아낸 이야기가
되어 기록되고 불릴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음악관련 교양과목을 통해 예술의 범주를 넓혀가기도 하고, 적극적인 실습과 감상 등을 통해
위로받기도 한다. 대학은 이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환경지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예산부족을 근거
로 예술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예술과목의 특성 상 좋은 음질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자재 환
경의 개선 그리고 필요시 작은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는 무대와 피아노의 마련 등 최소한 음악 강의실의 면모
를 갖추기 위한 조건들을 점검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제 교수자와 학
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음악 예술교육 환경개선의 항목들이 우선 순위별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 및 협조에 따라 개설과목의 일정 수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새로 개설하거나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등 운영의 유연함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음악 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수자는 강의 준비와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대학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강
의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각기 전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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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고려대학교 음악관련 교양과목의 운영현황 및
우수강의 사례를 통해 본 예술교육의 지향점

이혜진(충남대)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음악관련 교양과목 운영 현황을 매우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악’
이라는 특수한 과목을 운영하거나 음악대학이 없는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야기됐던 과거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이 현재 어떻게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부족, 예술교육의 열악한 환경 등 여전히 산재
하는 문제 및 개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 몇 가지 질
문 드립니다.
<질문 1>
본 발표문을 통해 고려대학교 음악관련 우수강의 사례를 접하면서, 음악이라는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호감도와 열정, 이러한 수업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강의자의 보람과 성취감 등을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었
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수업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
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발표자는 이미 전문 보조 인력의 부재, 수강정원의 배에 달하는 대기자의 수 등의 문
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훨씬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기초음악
작곡법’에서 병행한 매시간 실습과 문제풀이, ‘현대음악의 이해’에서의 음렬제작 실습 과제, ‘기초음악작곡법’에
서의 작사와 작곡 등은 작곡전공이 아니라면 일반 음악 전공생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런데 이것이 한 학기 동안의 일반 교양 수업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계, 화음, 비화성음, 주제 및
동기 가공 등의 문법적 이해, 하나의 작품 완성 등의 음악 전문적인 학습 내용 교육과 관련, 강의자의 운영방
안과 실제 수강자들의 소화 능력을 중심으로 한 보다 현실적이고 자세한 강의 경험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발표문에 의하면 현재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는 ‘현대음악의 이해’, ‘클래식음악의 이해와 감상’, ‘기초
음악이론’, ‘기초음악작곡법’, ‘낭만파음악 산책’, ‘한국음악론’, ‘판소리이해’ 등 총 8개의 음악 교과목이 운영 중
에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모두 음악사, 음악이론, 국악 등 순수 음악관련 교과목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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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음악을 타 학분 분야와 연계시킨 소위 융복합 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대학에
서는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고, 음악 역시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동원되기 시작하면서, ‘음악과 철학’, ‘음악과
사회학’, ‘음악의 지각과 인지’, ‘음악과 테크놀러지’ 등 과거에는 생소했던 신규 분과학문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
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도 문화예술 융복합과 관련된 음악 관련 교양 과목이 과거 운영되었는
지, 개설되었다면 어떠한 과목이 있었는지, 융복합 관련 과목이 없었다면 향후 이러한 교과목에 대한 개설 계
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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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3 교양음악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교양음악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소정화(배재대)

1. 서론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음악 교과목의 기능은 바로 정서함양에 있음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미학이
나 이론수업이 아닌 실습위주의 수업에서는 비전공자들을 위해 그 내용을 일반화 하다보면 자칫 비교과활동
수준으로 쉽게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학생들의 직접적 참여와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실습수
업은 음악과 같은 교양예술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심미적 소양 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
다면, 어떻게 대학교양수업의 철학과 학문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체험수업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
로, 인성교육과의 접목을 시도하게 되었다.
인성교육이란 정서적 이해를 통해 실천 동기를 강화하여 자아와 타자,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균형을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타자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는 지적 인지 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지도 중요한데,
이는 타자의 입장이나 감정을 이성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면, 진정성 있는 소통이
나 관계 맺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임에도, 현
시대처럼 인성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인성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보여준 때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음악수업을 통
해 음악 위인과 작품들을 통한 정서교육, 그리고 위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가치 탐색, 나의 삶에 적용해보
는 성찰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의되는 내용은 첫째, 음악에서 제공하는 정서적 소양과 인성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논의인데,
이는 샐러비(Salovey & Mayer,1997)의 정서개발 영역과 모형들을 기초로 한다(문용린,1999). 둘째로는, 정서와 인
성훈련을 위해 음악과 음악위인들의 삶을 통해 가치를 탐색하고, 성찰에 대한 내용을 배재대학교의 교양음악
수업 ‘음악과인생’을 기초로 그 예들을 소개한다.

2. 본론
음악교육의 가장 큰 효과성은 정서개발에 있는데, 정서란 것은 예술적 미를 느낄 수 있는 심미성도 포함하지
교양음악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165

만, 인성과 연결될 경우, 정서 이해와 인지를 통해 얻은 지식의 활용능력 개발로 확장시킬 수 있다. 정서의 활
용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사회적응과 자
아개발에 있어 정서지능이 인지적 지능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의를 제시하기도 했다(문용린, 1999:32). 정서지능
은, 가치의 실천, 즉 사회를 살아갈 때, 자아와 타자를 이해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동력과도 같
다. 리커나(Lickona,1991)도 도덕적 인간을 위해 ‘도덕적 감정’을 언급하면서 타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감정이해
를 통해 타자에 대한 선의 추구가 가능함을 논의했다.1)
교양음악수업에 적용되는 정서교육을 위해서 메이어(Mayer)와 샐로비(Salovey, 1993)의 정서지능의 모형을 참
고했다. 이는 정서교육을 위해 비교적 구체적인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음악에서의 정서 활용에 대한 활동 진
행에 도움을 주었다.  

2.1. 음악적 정서교육
2.1.1 정서인식과 표현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음악을 통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부합한다. 비전공생들이라 할
지라도 기본적인 음악적 정보와 감상의 기준들을 제시하면, 감상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음
악 감상을 위해서는 먼저 작품의 작곡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악적 배경은 음악의 창작 이유
를 말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음악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의 삶을 음악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타자의 감정, 정서 상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샐로비(1997)의 정서지능에서도 가장 첫 번째 영역에 정서의 인식과 표현을 제시하여 자신과 외부의 정서를
파악하고 표현하며, 표현된 정서를 구별하는 단계들을 제시했다.2) 이는 먼저 자신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인지

1) L
 ickona, 1991: 문용린 1999;Lickona의 인성은 세 가지 부분으로 제시되는데 첫째, 도덕적 인지(도덕적 인식, 도덕적 가치인
식, 관점 채택, 도덕적 추론, 의사결정, 자기에 대한 지식), 둘째, 도덕적 감정 (양심, 자긍심, 감정이입, 선을 사랑하기, 자기통
제, 겸양),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행동 (수행능력, 의지, 습관)이다.
2) Salovey, 1997: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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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영역 I
정서의 인식과 표현

[수준1]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기
[수준2] 자신 외부의 정서를 파악하기
[수준3]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수준4] 표현된 정서들을 구별하기

영역 II
정서의 사고 촉진

[수준1] 정서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의 우선순위 정하기
[수준2]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기
[수준3] 정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 취하기
[수준4] 정서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촉진하기

영역 III
정서지식의 활용

[수준1] 미묘한 정서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명명하기
[수준2] 정서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기
[수준3] 복잡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하기
[수준4] 정서들 간의 전환을 이해하기

영역 IV
정서의 반영적 조절

[수준1] 정적, 부적 정서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수준2] 자신의 정서에서 거리를 두거나 반영적으로 바라보기
[수준3]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반영적으로 들여다보기
[수준4]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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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타자의 정서도 이해할 수 있고, 정서들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구별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업 중에 수행되었던 정서인식과 표현은, 먼저 음악가 삶의 이해가 선행될 때 더 구체화 될 수 있다. 음악
역사에서 검증되고 최고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남긴 음악위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에피소드에서 나
타나는 작곡자들의 철학과 관련 작품들을 감상함으로, 깊이 있는 감상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음악적 특징들
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서의 음악적 표현이 시대와 작곡자들 마다 다르고 다양하여 모든 음
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음악적 언어를 알고 감상할 때, 음악적 정서와 이해가 좀 더 분명하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음악에서 보여주는 정서는 시대와 작곡자에 따라 다르지만, 음악적으로 표현되는 보편적인 정서를 이해한다
면, 음악을 통해 얻는 정서적 경험도 삶의 깊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반대로 삶의 경험에 대해 풍부한 정서를
가진 청자일수록 음악을 들으며 갖는 감성 또한 깊기 때문에 인성과 감성은 비례적인 관계이다.
2.1.2 음악위인의 삶과 음악의 이해
대부분의 역사적인 위인들은 삶의 문제와 고비들을 극복한 에피소드를 갖고 있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 역시 학생들에게 큰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는데, 시대와 지역은 다르지만, 위인들의 삶
의 태도와 철학을 통해 나의 삶을 성찰하고 극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한 위대한
인물의 삶이,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여기는 학생 자신과 연관이 없고, 의미가 크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데, 이러한 수동적인 선입견에 빠지지 않도록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고 좋은 가치를 추구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깊이와 가치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념과 행동
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로도, 학생들은 좋은 생각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음
악위인들의 인내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던 가치와 성품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수
업 활동의 한 예로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바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의 책임을 보여주었다는 일
화를 통해 가치를 탐색해보는 활동을 가졌다. 바흐는 자신이 탁월한 연주자이자 작곡가로서, 제자들에게도 최
상의 소리로 연주하도록 음악적 지도를 아끼지 않았는데, 슬럼프에 빠지거나 고된 훈련에 지치는 제자들에게
는 다시 도전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난이도가 쉬운 곡을 새로 작곡해주어 한계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지침을 주었다. 이러한 바흐의 노력은 건반악기 연습곡들로 남아있는데, 연습곡이라 하지만, 구성과 예술
적 가치가 훌륭하여 건반악기 연주자라면, 반드시 다루고 가야할 중요한 레퍼토리가 되었다. 예시가 되는 작
품들은 인벤션과 건반악기연습곡 (Clavierübung), 24개의 프렐류드와 푸가 등이 있다. 이러한 일화를 통해 비록
음악의 거장이었지만, 제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보게 된
다. 제자들의 음악적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여겼고, 문제해결을 위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 제자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활용했다는 것으로 보아, 바흐는 절대 자기중심적이거나, 거만한
인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바흐는 당대에 보여지는 모든 음악적 양식을 섭렵하여, 비록 많은 음악가들처럼 유학을 하거나
여행을 하며 음악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악보를 통해 그러한 양식들을 스스로 익혀, 그의 작품에 훌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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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발전을 위해 가능한 방법은 모두 시도하고 스스로를 훈련시켰다.
음악적 예로서 브란덴부르그 협주곡은 이태리적 양식의 경쾌함과, 동시에 독일의 깊이 있는 모방기법이 주된
음악구조를 이루는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태리적 양식의 대표적 작품인 비발디의 작품과 모방기법
의 대표적 예로서 바흐의 푸가를 들려주고, 악보를 통해 시각적인 자료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음악과 삶의 내
용을 영상과 악보 등 구체적 자료로 제시했을 때의 이해도와 참여도는 더욱 높아진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샐러비가 제시했던 정서지능 모형 중에 영역 II& III에서 제시하는 정서에 대한 사고
촉진을 통해 지식활용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즉 음악위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가치와 성품들을 분석함으로
서, 음악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가치들을 깊이 이해한다. 이것은 간접경험 활동에서 정서적 지식을 활
용하여 당면한 문제와 갈등에 대한 사고들을 좀 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2.2. 음악적 인성교육
2.2.1 인성을 위한 가치탐색과 실천
음악과 위인들의 삶을 통해 정서 개발을 돕고, 함양하지만, 그 정서를 활용하여 추구할 가치관의 방향이 없
다면, 자칫 감상적 놀이에만 그칠 수 있다. 정서 역시 지적 지능처럼 성숙한 사회를 이루고 발전시키는데 필요
한 역량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체적 가치관을 갖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치수행과 성취를 위해 사고
와 실천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좋은 인성이란 바른 마음가짐과 성품을 기초로 하며, 또한 건전하고 좋은 정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좋은 정서를 갖춘, 인성이 좋은 사람을  단지 ‘착한사람’ 또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서는 안된
다. 좋은 인성에는 가치를 분별하고 공정성과 정의의 측면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현시대에서 요구하는 인
성이 좋은 사람이란, 최소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책임을 다하고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좋은 대인 관계를
맺어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건전하고 바른 정서가 가치 실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
과 실천 동기의 정서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가치의 탐색을 위해 가치의 영역을 배재대학교에서 추구하는 5대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소 범위
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가치 탐색과 활동 진행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각 핵심 역량에는 세부역량, 측 함양
해야할 구체적인 4개의 실천 키워드와 정의들이 제시되고 있어,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가치 훈
련에 도움을 준다.3)
한 예로, 바흐의 일화 중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통전성(Integrity)이다. 9세에 이미 고아가 되어
14세에 형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는데, 쉽지 않은 그의 삶에서 통전성은 바흐의 인격과 음악적 성취
에 절대적으로 작용한 요소였다. 통전성이란 어떤 환경, 시간에 관계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전성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학생들은

3) 배재대학교 5대 핵심역량은, 5개의 대표역량과 4개의 세부실천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성(나눔과 섬김, 자아존
중, 책임감, 정직), 감성(공감적 수용, 정서조절, 상호신뢰, 공동체의식), 지성(이해력, 논리적 분서력, 통합적 사고력, 창의융합
력), 소통(의사전달능력, 대인관계능력, 다문화수용능력, 외국어 능력), 수행(자기주도적 수행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활용
능력, 도전적 추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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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해야할 가치들을 배재대학교 핵심역량에서 찾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성찰해
보는 활동을 갖는다.   
2.2.2 간접경험과 정서수용을 통한 관계 맺기
간접경험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가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을 비
교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젊은 베토벤이 자살을 생각하며 유서를 작
성했던 그 때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직접 유서를 작성하고, 어린 바흐의 시간으로 들어가 일기를 쓰는 등의 활
동을 갖는다. 또한 미래를 위해 인생 계획표와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감정들을 체험한다. 너무 큰 심리적 부담으
로 애초부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상실하는 상실감, 그런 문제를 실제 삶에서는 겪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감
사함, 만약 그런 문제가 닥쳤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호기심과 두려움 등,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을 수용하기 위해, 경험의 주체(나)를 바라보는 제3자인 내가 조언자가 되어본다.
이러한 활동은 타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문제의 해결에 있어 정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관점을 성숙하게 발전시켜주고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소통에 의한 관계 맺기의 시작이 된다. 이러한 단계의 소통이 가능하다면 샐러비의 마지
막 영역인 정서의 반영적 조절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감성과 인성, 그리고 가치의 문제들은 교과서에서 정답을 이야기하거나 특정기간에 논의한다고 해결되는 문
제는 아닐 것이다.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얻는 경험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치를 추구하
려는 의지가 성숙해 져 갈 때, 인성도 함께 성숙해져 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의 기회를 통해 진로와 다
른 교과활동으로 잠시 뒤에 두었던 가치와 실천문제를 다시 재고하였고, 사회에 발을 내 딛기 전에 직업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으로, 나중에
사회생활의 비슷한 경험을 마주했을 때 성찰하고 결심했던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 클 것이다.   
샐러비와 문용린이 제시한 정서교육과 개발에 대한 논의는, ‘음악과 인생‘ 수업에서 정서교육의 방향을 설정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생들도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생각하지 않았던 가치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
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을 주었다. 다른 교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성과 같은 시대가 요구
하는 역량들이나 철학들이 예술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대학교육으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교과
목들로 재정립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
어 성찰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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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교양음악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정우진(대구가톨릭대)
대학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특히 음악을 학문적 관점뿐 아니라 ‘체험과 성찰’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론적 모델
과 실제 교육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소정화 교수님의 고민과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음악 교양교육에 대
한 교수님의 문제의식과 <음악과인생>이라는 교과목의 운영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점에 대
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발표문에서 인성 개념은 문맥상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개념으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
해 보입니다. 이는 문용린의 1999년 논문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신 결과인가요? 20년이 지난 이 논
문에 대해 비판적 고찰 내지 수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발표자 나름대로 구상해본 ‘인성’과 ‘인성교육’의 이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교수님의 <음악과인생>의 수업 방식은 음악 자체가 지닌 힘보다는 음악과 음악가에 대한 배경지식(가령 작
곡가의 전기적 사실이나 교훈적 일화 등)이

이해와 소통의 주된 대상이며 자아성찰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연

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음악(특히 기악)의 매체인 소리의 고유한 특성, 즉 명확한 지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비(非)규정성(indetermination) 또는 자기 지시성(self-referentiality)이 유발하는,
소리와 언어(verbal language)의 의미론적 간극은 서양 클래식음악에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분명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설명이 주어진다면 음악 매체의 이러한 특성을 스스로 이해하는 학
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은 오히려 “음악적으로 표현되는 보편적인 정서”가 존재한다고 말하
기 힘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의 이론적 배경으로 플라톤의 에토스(Ethos)론을 한 번 재검
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이론의 전제는 음악의 소리 자체가 인간
의 영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힘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음악의 영향력 또는 효능을 직접 활용
하는 수업 방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3. 다른 한편으로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해 <음악과인생> 수업에서 주요 재료로 활용되는 음악 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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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이고 전통적인 것은 아닌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트모던
한 정신은 미술, 문학, 음악 등 여러 예술 분야에서 정전(canon)의 역할과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
각을 제시해왔으며, 그 결과 각 영역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다른 목소리에 대한 주목과 복권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음악과 대중음악의 이분법적인 위계에 대해서도, ‘저자의 죽음’(롤랑 바르
트)

선언 이후 창작자와 감상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

할 때,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이른바 ‘거장의 불후의 명곡’이 아닌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음악에 좀 더 열
린 시야와 여유 있는 감수성으로 다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
어보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에서 정혜윤(2014)의 논문이 눈에 띄는데, 이 논문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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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음악의 세계시민 교양교육

손민정(한국교원대)

1. 서론
기아, 빈곤, 자원고갈, 전쟁,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단순히 국가적 차
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뜻을 모아 유엔에서는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에서 <2030 교육선언>을 발표
하게 되었다. 핵심적인 방향은 세계시민교육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
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계발”하는 것이다(UNESCO, 2015).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문제인식 및 해결 방법에 따라 ‘부드
러운’(soft) 세계시민교육과 ‘비판적’(critical) 세계시민교육으로 구분된다(Andreotti, 2006). 형용사의 어감에서 감
지할 수 있듯이 전자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근간으로 삼는 개인적인 각성에 초점을 두는가하면, 후자는 정의로
움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집단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어떠한 입장
을 취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학의 방침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교수자의 입
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의 궁극적
인 목적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변화’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교양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하고자
하며, 5단계 수업모델을 제안한다.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는 ‘소리풍경’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하지만 ‘풍
경’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낭만성 때문에 원어를 고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번역하자면 ‘소리환경’
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존재하는 소리적 집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
들로서는 자동차소음을 대표적인 사운드스케이프라 여길 수 있다.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노릇이다. 때로
는 소리가 폭력으로 작동되기도 한다. 소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불균등한 관계가 있
을 수 있다. 본론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관성
을 논하며, 두 번째 부분은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음악 교양교육의 5단계 수업모델
을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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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사운드스케이프와 세계시민교육
사운드스케이프를 음악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한 작곡가이자 교육자는 캐나다의 셰이퍼(R. Murray
Schafer, 1935~)이다.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지향하는 바를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Patria Cycle>이라는

작품을 살펴보자. 1966년부터 시작하여 40년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12부 극음악으로 완결지은 작품이다. 시
작부터가 범상치 않다. 내용은 더욱 특이하다. 일종의 오페라로서 무대, 연출, 음악가의 역할, 음악적 성격 모두
관습적이지 않다. 줄거리는 세 개의 뿔이 달린 적에게 붙잡힌 별나라 공주와 공주를 구출하려 천국으로 승천하
고자 하는 늑대의 여정이다. 공주도 역시 승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주와 늑대는 몇 세대에 걸쳐 여러 번
변신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 신화와 더불어 윤회적인 동양사상을 혼합한 듯하다. 공연 장소는 호숫가이다. 공
주의 아리아는 호수 건너편에서 연주되며 일출을 자축하는 제식은 카누 위에서 거행된다. 이 모든 광경은 호숫
가에 앉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6부 이후에서는 75명의 관중도 공연 속의 제식에 참가하게 되어 있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음악이다. 셰이퍼는 또한 음악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백 가지가
넘는 ‘소리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환경의 소리 모두 음악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소리에 대
한 민감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곧 인간의 근원적인 성질을 회복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셰이퍼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적용한 생태학적 음악수업이 세계시민교육과 만나는 지점은 바로 환경비판적 사
고력의 함양과 사회적 실천에로의 의지이다. 사운드스케이프는 소리환경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출발점으로 하
여 점차 환경에 대한 비판적 사고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연대를 형성하여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실천으로 귀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브 음악사전에서는 2013년 처음으로 ‘생태음악학’(ecomusicology)를 등재하였다. 정의
내리기를 생태음악학은 ‘환경비평적인 음악학’이다. 환경에 관련하여 비판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음악학이라는
말이다.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만족될 수 있는 세상, 즉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
로 환경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연구자가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하여 환경, 특히 소
리환경을 주제로 두고서 비판적 페다고지를 응용하여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거를 찾는다.  

2.2.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5단계 수업모델
본 연구자는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의 지도안으로 5단계 수업모델을 개발하였다. 각 단계
는 결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을뿐더러,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
다. 수업모델을 제안하는 이유는 세계음악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며, 편의성에 의거한 제의
에 불과함을 밝힌다. 5단계 수업은 이어클리닝(ear-cleaning), 소리산책(sound walk), 소리분석(sound analysis),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soundscape design), 그리고 성찰(sound reflection)으로 구성된다. 15주 강의를 일반적인
포맷으로 둔다면, 본 연구자의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생략하고 기말고사만 실시하였으며, 대신 모두별 과제발
표로 마지막 2주를 할애하였다. 그렇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발표 2주,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11주가 남게 된다.
그러나 5단계를 균등하게 11주로 나누어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일찌감치 5단계까지의 과정을 숙지해 놓은 상태여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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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이어클리닝에서는 말 그대로 귀를 청소하는 훈련을 거친다. 침묵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가하면,
다양한 소리의 가능성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 실제 H대학에서 실시했던 방법은 ‘가장 다양한 소리
를 만들어보기’ 미션이었다. 사운드스케이프 수업은 모둠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공유
하는 일종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둠별로 다양한 소리의 목록을 만들게 한다. 그리고는
모둠별로 한명씩 나와서 차례대로 다양한 소리 미션을 수행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모둠이 가장 미션을 잘 수행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제2단계 소리산책은 직접 소리를 찾아 나서는 훈련을 의미한다. 청각에 대한 예민함을 직접 실험하는 단계
이다. 학생들에게 소리일기를 써보게 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교실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채집하게 할 수도 있
다. 근래에는 아주 다양한 녹음 관련 앱이 제공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H 대학의 경우, ‘음
악관의 소리를 채집해 오기’라는 미션이 주어졌으며 30분 동안 나름의 여유를 갖고서 음악관 주변의 소리를
채집해 오도록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음악관 특유의 소리를 채집하는 가하면, 어떤 모둠에서는 계단에서 들
리는 발소리 등의 보편적인 소리를 녹음해 오고, 또 어떤 모둠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자신들의 수다 떠는 소리
를 녹음하기도 했다.

[그림 1]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음악 교양수업 5단계 모델

제3단계 소리분석은 제2단계에서 채집한 소리를 분석하는 시간이다. 소리환경, 즉 사운드스케이프가 얼마나
다양한 소리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때, 분석적 틀을 셰이퍼에서 가져올 수 있
다. 셰이퍼는 사운드스케이프의 구성요소를 기조음(keynote sound), 신호음(sound signal), 표식음(sound mark)
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기조음은 언제나 반복되는 배경음을 의미한다. 가령, 교정에서 늘 들리는 학생들의 발
자국소리와 자동차소리, 그리고 새소리가 기조음에 속한다. 신호음은 특정 사건에 연관된 소리를 말하는데, 응
급차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민방위대피훈련 사이렌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표식음은 어쩌면 가장 주목해
야 하는 소리일지도 모르는데, 특정 공동체의 문화적인 소리를 의미한다. 교정에서 들려오는 교내방송이 여기
에 속한다. 명절 때 재래시장에 가면, 어김없이 들을 수 있는 지신밟기 소리 역시 표식음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채집한 소리를 분석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소리환경에 누가,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속에
존재하는 평등하지 않은 ‘관계’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제인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음악의 세계시민 교양교육

175

제4단계는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다. ‘작곡’의 확장이라 하겠다. 학생들은 자신이 분석한 사운드스케이프
를 가지고서 무엇을 뺄 것인지, 무엇을 보탤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보존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지역 공
동체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며,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과연 다수의 소리환경을 훼손
시키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 빼는 디자인을 마이너스 디자인이라 하며, 더하는 디자인을 플러스 디자인, 지속 또
는 복원시키는 디자인을 제로 디자인이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는 소리 성찰단계이다. 사실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각
모둠이 만들고 계획한 사운드스케이프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H 대학의 경우, 수
학교육과 학생과 음악교육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모둠에서 교내 소셜 네트워크의 자유게시판을 활용하여 일
종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주로 학생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일단, 지난 몇 달 동안
의 자유게시판을 정리하여 어디에서 어떤 소음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런 후, 직접 그 장소,
그 시각에 방문하여 소리를 채집하였다.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했
고 DJ를 통해서 자제를 촉구했다. 어떤 경우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타인에게 유해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을 서로가 깨달으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그림 2>는 두 명의 DJ가 직접 새벽에 기숙사에서 사운드스
케이프를 채집하여 들려준 영상을 캡처한 것이며, <그림 3>은 기숙사 맞은편에 있는 풋살장에서 자정쯤 찍은
동영상을 캡처한 자료이다.            

[그림 2] 새벽 1시34분 H 대학 기숙사 소음을 녹음

[그림 3] 자정 무렵, H 대학 기숙사 맞은편 풋살장 소음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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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5주에 걸쳐 사운드스케이프를 진행하려면 매우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난 후, 가
장 많이 들었던 평가는 ‘지나치게 과제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과제의 모호성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면담을 거쳐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과제에 대
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수자의 입장에서 어려웠던 점은 수업이 지나치게 산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인데, 활동 위주의 수업이 얼마나 힘든 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모둠별 미션을 수행하고 난
후 강의식 수업을 받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 다시말해서, 강의식 수업을 먼저 진행한 후 미션을 수행해야 교수
자가 덜 피로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수업이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 생태학적 음악교육, 사
운드스케이프 등의 세 가지 개념 숙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처음부터 사운
드스케이프의 목적을 세계시민교육과 두지 않은 채 막연하게 생태음악학을 적용하려는 의욕만 가지고 교과목
을 개설하여 한 학기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적지않게 갖게 되었다. 그러는 와중, 교수자의
목적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지속가능교육과 연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세계시민교육과 연
결하게 되었다. 요컨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목적과, 생태음악학적 접근이라는 방법론과,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재료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교과목을 설계 및 진행한다면 교양 음악교육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뿐 아니라 현시
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교육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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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음악의 세계시민 교양교육”에 대해

원준식(대전대)
오늘날 교양교육에서 음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음악은 전통적으로 (교양교육의 모체라
할)

리버럴아츠(liberal arts)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고대 그리스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중

세의 3학(trivium) 4과(quadrivium)를 거쳐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리버럴아츠 체계에
서 음악의 위상은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여기서 음악은 산술, 기하, 천문과 함께 ‘4과’에 포함되는데, 이는 그것
이 과학(특히 수리과학)의 한 분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실천적인 음악이라기보다 - 수학적이고 과
학적인 - ‘합리적인’ 음악이론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리버럴아츠로서 음악 교육은 이론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실천적 음악에서 감성적 차원의 교육적 의미가 외면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전통인 에토스(ethos) 이론에 의하면, 음악은 - 오랜 시간에 걸쳐 체화된 도덕적 성품이라 할 – 에토스
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역시 고대 그리스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오랫동안 음악
에 관한 중요한 전통으로 유지되었다. 이처럼 음악에 관한 두 가지 전통은 교양교육과 직접 연관되는데, 전자가
지적-이론적 교육으로서 본원적인 ‘교양교육’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감성적-실천적 교육으로서 ‘소양교육’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양교육에서 음악이 활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손민정 선생님(이하에서는 발표자로 칭함)의 발표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것
은 음악에 관한 두 가지 전통에 근거하면서 그것들을 결합함으로써 음악 교양교육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를 적용한 ‘생태학적 음악수업’을 통해 ‘세계시민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모델을 제안한다. 그것은 ‘소리환경’에 대한 감성적 접근에서 출발해서 환경에 대한 비판
적 사유와 지적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위한 협력적 실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감성적-실천적인 ‘소양교육’의 외연을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단계들을 연결시켜 전
체를 완성시키는 것은 비판적 사유와 지적 탐구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전통적인 음악교육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데 있다. 음악은 소리를 매체로
하는 예술이지만, 모든 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모니의 원리에 따라 엄선된 소리들, 즉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학적으로 계산된 소리만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음악이론이 일종의 수리과학으로 간주되었던 것
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해 ‘사운드스케이프’는 전통적으로 음악외적인 ‘소음’으로 간주되어온 일상
의 소리들로 구성된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수업모델은 ‘특수한 소리들로 이루어진 음악’이 아니라 ‘일
상의 소리들로 이루어진 소리환경’울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소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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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으로써 그것은 생태학적인 음악교육으로서, - 흔히 예술에 적용되는 ‘미적(aesthetic)’이라는 수식어가 본디
‘감성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 그동안 전통적인 예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감성 교육’을 일상의 세
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 발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토론자의 식견이 부족한데다 요약
된 발표문 형태의 한계로 인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발표문에서 제
외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1. 사운드스케이프가 일상의 소리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언뜻 존 케이지나 플럭서스 운동이 연상되기도 하
지만,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 발표자가 사례로 든 셰이퍼(R. Murray
Schafer)의

<Patria Cycle>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에, 이와 함께

양자 사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2. 발표자가 제시한 수업모델은 현재의 소리환경과 바람직한 소리환경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문제의 인식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제인식의
단계라 할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에서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보탤 것인지
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어떤 것이었는지?
3. 실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
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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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 운영사례 연구

조수정(대구가톨릭대)

1. 서론
대학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교양교과목의 개설 기준은 우선 학술성의 유무이다. 취·창업 관련 교과목이나
자기 계발, 혹은 단순히 취미를 살리는 정도의 교과목을 교양 영역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학술적인 깊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체능 교과목은 어떨까? 그리기와 만들기, 브레인스토밍, 발표와 전시, 체험학습과 야외학습 등
으로 구성되는 예술 관련 교과목은 학술성을 갖춘 교양교과목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대학 교양교과목 중 예
술 분야의 교과목에 대해 실습과 실기, 또는 비교과활동 운영에 대하여 학술성이 부족하거나, 교육 목표가 흐
릿하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체능 교양교과목은 쉽고 재미있어서, 배우는 내용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따라서 별다른 교육적 반성 없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양교육의 본질에 비춘 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예술
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의 운영사례를 통하여, 다양하게 진행되는 모둠활동과 개별 실습 활동이 창의성 교육
과 연결되는 지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실습으로 구성된 교과목이 어떻게 학술성을 갖추게 되고,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는 교양교과목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지 밝힐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교육이 대학의 교
양교육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위치를 조명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재
확인하고자 한다.

2. 본론
<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은 미의식과 창의성 함양을 교육 목적으로 삼는다. 2011년 개설된 이래 수많
은 시행착오와 코스웍 개발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으며, 매주 이론과 활동이 동등한 분량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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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의 활동은 미의식과 창의성 함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연결된다. 새롭고 유용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정의할 때, 창의력 함양을 위한 교육은
이론적 학습과 더불어 실습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

2.1. 창의성과 교육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예술은 물론 경제와 정치 등 사회의 전 영역에 있어서 창의성이 화두다. 창의성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인 요구로 인식되며, 이 요구를 반영하듯 우리 사회는 새로움과 혁신을 정
책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이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성취되기 어려운 것처럼, 사회 국가적 과제
로서의 혁신 역시 정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나아가 창의성에 관한 현재의 사회 국가적인 요구는 소수만이
전유하는 특수한 능력으로서의 창의성 개념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조수정, 2014).
이러한 요구는 협소하고 특수한 창의성 개념에 대한 통섭적 반성을 가능케 하는 연구와, 그 결과로 얻어지는
‘대안적 창의성’ 개념을 일반교육에 접목함으로써 사회와 국가 전체의 창의력을 제고할 때 충족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소수의 특권적 창의성을 넘어서는 ‘대안적 창의성’, 즉 보편적 창의성 개념을 전제로 하며,
이를 일반교육체제인 대학교양교육을 통해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예술을 통한 창
의성 함양을 대학교양교육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고자 한다.
창의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식기반사회의 토대를 제공한
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이 경쟁력이 된 시대를 말하며, 평생직업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 사회에서
의 창의성은 개인의 생존권리인 동시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교육을 통해 보편적 능력으로서 창
의성을 키우는 교육논리와 교육방식을 고안하는 일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대적인 과제라 할 수 있
으며, 개인과 지역사회, 나아가 한나라의 경쟁력은 창의성 교육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창의성은 인간의 존재조건에 연결된 매우 근본적인 것으로서, 특정인
에 국한된 행동 양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은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모상 (imago
Dei, image of God)’이라는

사상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1) 창의성 역시 신적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

간에게도 부여된 천부적 속성이 되는 까닭이다. 인간은 모두 가능성의 존재이며, 누구나 자기 분야에 천재성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내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탐색하고 발견하고 감탄하는 능동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창의성이란 누구에게나 부여된 잠재적 능력이지만, 삶의 현장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길러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교양교육은 하느님을 닮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직결되며, 여기에는 창의성 개발
교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2) 창의성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념이 되며, 인간다운 인
간을 형성하는 교육의 중심 주제가 된다. 소수의 특별한 능력으로 오도되어온 창의성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능
력으로서의 창의성, 즉 본 연구에서 ‘대안적 창의성’이라 이름 지은 능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창의성은 인간의 존재조건이다. 둘째, 인간은 모두 창의적 존재이다. 셋째, 창의성은 길러진다.

1)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우리들의 모습을 본떠 사람을 만들어내자.”
2) 제2차 바티칸공의회,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585-603쪽.
<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 운영사례 연구

181

그렇다면, ‘대안적 창의성’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학습자는 창의적 존재로 태어나지만, 그 창
의성은 교수자에 의해 발굴되고 키워진다. 따라서 대학과 교수자는 모든 학생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어
야 하며, 이는 특수영재 교육체계가 아닌 일반교육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만을 위한 창의성 교육
은 지양되어야 하며, 그러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일반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대학의 교양교
육 분야로 좁혀지게 된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적 경험’을 조준하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은 대학의 창의성 교육에서 필수
적이다. 창의성은 단편적 프로그램으로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론과 활동을 동시에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통한 체험이 창의성을 배태하고, 나아가 학습자들에게 능력감과 자부심을 주며, 더 큰 체험을 낳는다. ‘대안적
창의성’ 교육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적 경험과 그것을 허용하는 교육적 환경을 통해 가능해진다(손종현,
서근원, 2013).

그러므로 대다수 학생에게 수월한 창의성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양교육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모델은 대다수 학생의 창의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
<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은 창의성에 관한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2.2. 미의식과 창의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의 이해와 탐구>
<예술의 이해와 탐구>는 예술과 미(美)의 의미를 묻는 데서 출발한다. 예술은 수렴적 사고 대신 발산적 사고
에 기반하며, 따라서 정해진 답 또는 옳은 답 대신 가능한 답을 찾는다. 추론과 분석 대신 종합과 생성을 수
행하기 때문이다. 예술이 발생시키는 차이는 결국 창의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역으로, 창의성 교육은 예술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예술이 새로움과 다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창의성, 즉 창의적 표현능력을 통해 구체화되는 예술은 인간의 삶에 직결되어 있으며, 아득한 선사시대의 동
굴로부터 현대 예술의 장(場)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창의성이란 어느 한 시기에만 발현되는 것이 아
니라, 인간의 천부적인 능력으로서 인간의 역사를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내 왔다. 이러한 예술활동을 역
사와 철학, 종교와 과학 등 인간 삶의 다층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적 방법
을 각자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함으로써, 수강생으로 하여금 예술의 본질과 미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함은
물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력, 감성적 소통능력, 그리고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
는 것이 <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 개발의 주된 목적이다(조수정 외, 2014).
이론과 참여활동으로 구성되는 매 강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대안적 창의성 개념에 기반을 둔, 학생들 각자
에게 내재된 창의적 능력에 대한 각성과 이를 계발하려는 동기 부여, 그리고 실천적 경험의 장(場)을 효과적으
로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되, 문제 설정의 한계 자체를 반성하고 새로운 문
제 지평을 찾아나갈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촉구되며, 이를 위한 <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
과목은 가치창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참여활동의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계획을 스스
로 설정하고 그 설정 자체의 정당화를 요구하는 식의 학생 주도 교수법을 활용하여, ‘정해지지 않은 답을 찾아
가는 자유 학습’을 표방한다.
<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의 구체적 교수목표는 첫째,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유산을 접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 둘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셋째, 예술의 가치
를 이해하는 것, 즉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감능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토론과 토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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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의 이론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창의성이란 실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요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교과목으로서의 <예술의
이해와 탐구>는 단순히 지식위주의 전달이나 암기식 교육을 넘어 수강생들이 실제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을 따른다.
①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유산을 접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
<예술의 이해와 탐구>는 학문의 여러 영역 중 예술분야의 전통과 다양한 문명에 입문시키기 위한 교육이
다. 예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따르는 이유는, 전인격적 발달과 넓은 창의적 지적 안목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지식의 형식에 대한 충분한 입문이 우선 요청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예술의 의미와 미적 가
치, 그리고 예술활동에 대한 주요한 학문적 접근법과 예술적 표현법의 발달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명의 다
양성과 다원성을 이해하며, 나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된다. 타문화의
이해 및 수용, 그리고 문화 유연성 및 적극성을 지향하는 글로벌 마인드는 개인의 정체성과 주관을 유지하면
서도 타인의 이질성을 끌어안는 자세를 갖도록 해준다. 특히 이과계열의 경우, 예술분야의 과목을 접해 본 경
험이 거의 없고,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의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예술의 이해와 탐구>는 창의성 계발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인간과 문명, 예술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본 교과목은 바로 이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무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번뜩이는 섬광처럼 순간적으로 찾아오
는 깨달음이 창의적 활동에 연관된다는 낭만주의적 사고는 이미 수정된 지 오래이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
그리고 긴 학습과정을 거쳐 토대가 완성되면, 비로소 창의성의 발현을 위한 준비가 완성되는 것이다.
<예술의 이해와 탐구>는 이론과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론 부분에서는 인류 최초의 구석기 문명을 시작으
로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문명, 중세와 르네상스 유럽 문명, 바로크 시기와 19세기의 근대 문명, 그리고 현대 유
럽 문명에 이르기까지의 예술은 물론 정치와 종교의 주요 이슈를 다룬다. 이는 일방적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
고, 이미지의 힘, 이미지의 상징성, 이미지의 사실성과 왜곡, 효과적 전달 수단으로서의 이미지, 현대 대중매체
사회에서 강조되는 이미지의 조작 등에 관한 주제로 연결되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술관 견학(대구미술관과 김종복 미술관)을 통해 예술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
<예술의 이해와 탐구>는 예술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활동은
개별 활동과 모둠활동으로 나눠지며,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흥미를 끄는 주제를 선택하고, 참여
점수를 부여하며, 활동결과에 대해 교수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냈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 서툰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학생이 교수를 신뢰하고 정서적인 유대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강의 2주차에 실시하는 <나의 소개 카드 만들기>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의 소개 카드 만들기>에는 자신만의 장점과 특기, 십 년 후의 자신의 모습, 예술과 자신과의 관계 등을 쓰도
록 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며, 현재의 학습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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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전반기의 활동은 본격적인 예술창작활동을 하기보다는, 창작의 기초가 되는 글쓰기, 생각나누기, 체험
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창의적 활동에 점진적으로 다가가도록 한다. 고대문명과 중세유럽 문명을 학습하면서
이들 예술을 통해 드러나는 죽음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정리한 이후,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란>을 주제로
글쓰기 활동을 한다. 이는 죽음에 관한 사전적 정의 대신, 자신만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으로서, 죽음
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에 비유는 방식을 따른다. 이러한 활동은 창의성을 높이는 다
양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예술 창작활동의 기초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북리뷰 쓰기>는 예술지식의 고전을 선정하여, 책을 읽는 즐거움과 새로운 지식의 세상을 접하는 경이로움
을 느끼도록 구성되었다.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는 방대한 분량의 도서로, 한 학기의 교양과목에서 북리뷰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모르고 있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호기심을 자극
하고 분발하도록 촉구한다.
<전시공연 리뷰 쓰기>는 인근 미술관을 방문하여 전시된 작품을 관찰/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취재기사 형식의 글로 쓰는 활동이다. 강의시간에 교수가 전달하는 내용을 배우는 수동적 학습에서 벗
어나,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학생들은 도전정신과 성
취감을 얻을 수 있다.
여러 편의 글쓰기를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만들기와 그리기, 또는
신체표현 활동의 단계로 넘어간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주제의 만들기 프로그램 역시 추상적인 개념
을 시각화하는 작업이지만, 이번에는 글쓰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성 간의 사랑, 부
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인류와 자연에 대한 사랑, 특별한 인물에 대한 사랑 등,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
게 되며, 자기 생각을 창의적으로 구체화하고, 자신 있게 타인에게 정확한 표현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그 의미를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게 함으로써, 참여한 학생들은 듣기와 말하기,
표현과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법으로는 ‘만다라트’와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효과적인 토의와 토론을 위한 연습으로 ‘가지치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기 -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감능력
<예술의 이해와 탐구>는 다양성과 수용의 주제를 다룬다. 현장답사와 조사, 토의, 토론, 생각나누기, 공동
작업의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협동능력, 정서적 유대,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집단 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
하고 설득하며, 타인의 의견을 듣고 조정/중재하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구체적인 모둠활동으로는 <학교의 숨
은 보물을 찾아라>와 <우리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아트북 만들기>가 실시된다. <학교
의 숨은 보물을 찾아라>는 모둠을 세운 다음 주에 행하는 첫 번째 모둠활동으로서, 구성원을 파악하고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며, 교내 곳곳에 위치한 예술작품을 찾아 함께 모험하는 경험을 통해 소속감과 친밀감, 그리
고 성취감을 얻게 된다.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사실주의 미술을 이론으로 배우고 난 후, 도미에와 쿠르베의 작품이 가지는 사회비
판적 의의를 모둠활동을 통해 체험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에 관하여 모
둠별로 토의하고, 선정된 주제를 시각적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서로의 의견
을 주고받게 된다. 선정된 주제를 시각적 이미지로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고, 다듬고, 새롭게 고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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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포함하며 협동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창의적 경험을 하게 한다.
<아트북 만들기>는 활동은 창의력 계발을 위한 주제 몰입 프로그램이다. 한학기 동안의 활동결과물 전체를
사용하여 모둠별로 작업하는 활동이다. 일반적 아트북과 달리 실용적인 아트북이 되도록 브레인스토밍 등 아
이디어 발상법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젖지 않는 아트북, 먹을 수 있는 아트북, 입을 수 있는 아트북, 생활용품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트북 등 다양한 용도의 아트북을 만들게 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예술의 이해와 탐구>를 대학교양교육에서 예술을 통한 창의성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제시하였
다. 지금까지 창의성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여전히 창의성을 소수 천재의 비범
한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화된 분과학문 체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예술의 이해와 탐구>는 일반 다중의 보편적 능력으로 대안적 창의성 개념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
를 대학교양교육의 관점에서 실현하려는 시도이며, 예체능 계열의 실습위주 교과목이 교양교육으로서 자리매
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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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 운영사례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현민(경희대)

조수정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대학교양교육에서 예술에 대한 교과목 관심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관심과 비선호의 괴리감도 상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
다. 특히 지식의 ‘보편성’, ‘학술성’, ‘확장성’은 교양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문에서는 “대학 교양교과목 중 예술 분야의 교과목에 대해 실습과 실기, 또는 비교과활동 운
영에 대하여 학술성이 부족하거나, 교육 목표가 흐릿하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또
한 이를 위해 다양한 실습으로 구성된 교과목이 어떻게 학술성을 갖추게 되고,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는 교양
교과목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지 밝히고 예술교육이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위치를 조명하
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예술의 이해와 탐구>를 대학교양
교육에서 예술을 통한 창의성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제시하셨습니다.
최근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중시되는 창의성을 과거에는 신적 창조성이나 천재의 개념
으로 인식하였으며 창의성에 대한 고대 플라톤의 신적 연감 개념은 신화와 기독교 중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후 칸트의 독일 관념론과 낭만주의자들까지 이어져 온 천재 개념으로서 창의성은 타고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
다. 이때의 창의성은 비합리성이 강조된 극단적 독창성의 인지적 능력으로 정의되고 예술에 귀속되었던 절대적
인 새로움을 의미하였습니다.
한편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개념화와 이론화를 중시하는 철학보다는 경험적 현상의 축적과 발견에 관심을
둔 심리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칸트의 관념론자들과 낭만주의자들이 예술에만 국한된 천재의 개념
으로 여겼던 창의성은 20세기 중반 길포드에 의해 ‘사고의 발산’ 즉, 상상적 사고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
어로 정의되고 또한 인간에게 존재하는 상상과 유사하며 누구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유하고 활용 가능하기
에 교육을 통해서 개발 가능하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그리기와 만들기, 브레인스토밍, 발표와 전시, 체험학습과
야외학습 등으로 구성되는 예술 관련 교과목에서 ‘문제해결 능력’ 즉 창의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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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학술성을 갖춘 교양교과목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학술성이 부족하거나, 교육 목표가
흐릿하다는 인식이 사라지질 수 있는지요? 교양교육의 중요한 과제인 지식의 ‘보편성’, ‘학술성’, ‘확장성’은 어떻
게 형성되는지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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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SW교육

● 세션 4-1 학생 중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SW기초교육
- 경희대학교 SW중심대학 “전교생 SW기초교육” 사례 중심

/ 김성훈·조진성

● 세션 4-2 플립러닝 기반의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코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 서응교·신윤희

● 세션 4-3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W기초교육

/ 오경선·김현정

● 세션 4-4 비전공 대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육과정의 운영 사례

/ 이민정

● 세션 4-5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사고 교과목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실습 콘텐츠 개발 사례

/ 최강임·한진섭·신영주·이혁준

● 세션 4-6 교양교육으로서의 정보기술 교육 교과과정 설계

/ 나정은

세션 4-1 학생 중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SW기초교육 - 경희대학교 SW중심대학 “전교생 SW기초교육” 사례 중심

학생 중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SW기초교육1)
-경희대학교 SW중심대학 “전교생 SW기초교육” 사례 중심

김성훈(경희대), 조진성(경희대)

1. 서론
경희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산업 전반에서 소프트웨어가 적극적으
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SW생태계에서 기업의 미래 생존 및 국가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한 “SW중심대학지원사업”에 2017년 3월에 선정되었다. SW중심대학사업은 대학교육을 SW
산업계 수요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학생·기업·사회의 SW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SW가치 확산을 실현함으
로써 4차 산업을 선도하는 SW융합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교육 강
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선정 이전 2011년부터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 수행을 통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실무
적 SW인재로 사회에 진출하는 교육 혁신을 이루었으며, SW중심대학사업에서는 거교적으로 확대하여, 실전
적 SW전공 교육, 경희대 고유의 거교적 SW융합교육 그리고 전교생 SW기초 교육을 통해 거교적 SW교육 혁
신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복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융합 SW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과 교육프로그램들
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실전적 SW전공 교육을 위해 전자정보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컴퓨터공학과를 분리하여 소프트
웨어중심대학을 신설하였고 본 단과대학 내에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특히, 경희대 고유의
거교적 SW융합교육을 위해 신설된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2개 이상의 학과가 참여하는 디지털콘텐츠 학과와
의 “게임콘텐츠 트랙”, 산업경영공학과와의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 전자공학과/기계공학과와의 “미래 자동차
로봇 트랙” 그리고 학생 자율형 “융합 리더 트랙” 등의 융합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전교생 SW기
초교육은 거교적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후마니타스 대학에 5개 영역 19개 SW교과목에 대한 SW기초교육체계
를 구축하고, “SW교양” 과 “SW코딩” 두 그룹으로 개설하여 전교생이 전공, 기호,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017-0-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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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을 선택 필수로 이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수시 입학생을 대상으로 “SW예비대학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비대학생에게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지식의 기초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탐구하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입학 후, 적극적으로 SW기
초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교생 SW기초교육을 통해 전교생이 본인 전공의 다양한 문제해결
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활용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SW융합교육으로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희대학교 SW융합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는 전교생 SW기초교육을 실시한 방법론 및 모델을
소개한다. 다음 절부터는 학생 중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희대학교 SW기초교육의 교육체계, 교과목 구성,
운영 방법 등을 기술하고, 지난 3년간의 운영실적과 함께 2019년 1학기에 SW기초교양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통해 SW기초교양 교육에 대한 인식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경희대 SW기초교육
경희대학교는 많은 학생이 SW마인드 및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 전공의 문제해결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에 있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도구로써 활용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또는 학생의 전공, 진로, 필요성 등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SW교양 교과목을 선택하도록 5개 분
야 19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SW기초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희대학교 전교생 SW기초교육은 학생 중심
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거교적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대학에 “SW교양” 과 “SW코딩”
두 그룹으로 개설하여 2과목(6학점)을 필수 이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1. SW기초교육 체계
전교생 SW기초교육은 그림 1과 같이 “소프트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4차 산업혁명”, “기본 코딩” 그
리고 “앱 응용 언어” 등의 5개 분야로 나누어 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1] 경희대학교 전교생 SW기초교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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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반 분야는 수학, 언어 및 알고리즘 등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소프트웨어적 사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활용 분야는 인터넷, 네트
워크, 미디어 그리고 게임 등의 발전에 따른 변화와 실제 활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교과목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4차 산
업혁명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IoT 등의 기술과 관련된 교과목을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된 기술
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기초코딩 분야에서는 C언어 및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교과목
을 구성함으로써, SW코딩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확립하여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개발이 가능하거나 SW전문
가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응용 언어 분양에서는 SW창
업의 접근성이 쉬운 앱 개발에 관련된 교과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SW교양 교과
목을 개설함으써 학생의 전공, 진로, 필요성 등의 요구에 따라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영역별 SW교양 교
과목은 <표 1>과 같다.
<표 1> 경희대학교 전교생 SW기초교육 영역별 교과목
영역

주제

소프트웨어 기반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되는
수학, 언어, 알고리즘

■ 언어와 컴퓨터
■ 소프트웨어적 사유
■ 컴퓨터를 만든 수학: 수학과 정보기술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인터넷,
네트워크, 미디어, 게임

■ 컴퓨터게임개론
■ 인간-컴퓨터 중심세계
■ 부의 진화-게임과 네트워크
■ 인터넷의 진화와 미디어 콘텐츠 기술
■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현재와 미래사회

소프트웨어 활용

교과목

■ 네트워크의 미래
■ 인간과 생활 속의 로봇
■ 새로운 생명체 : 인공지능
■ 빅데이터를 통한 세상 바로 알기
■ 디지털 세계의 신인류 : 인공지능
■ 빅데이터를 통한 세상 바로 알기 : 데이터 분석 코딩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주된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초 코딩

기초 SW 코딩 언어인 C언어, 파이썬

■ 알기 쉬운 소프트웨어 코딩
■ 프로그래밍을 통한 논리적 사유 연습
■ 창의적 사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

앱 응용 언어

앱 개발 코딩이 가능한 앱 인벤터,
안드로이드

■ 내 손안의 소프트웨어 코딩
■ 문화세계의 변혁 : 안드로이드 세상

2.2. SW기초교육 운영
전교생 SW기초교양은 경희대학교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후마니타스 대학에 “SW교양”과 “SW코딩” 두 그
룹으로 나누어 개설되며, 본교 각 캠퍼스(서울/국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경희대학교 캠
퍼스별 교과목 운영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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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8년도 경희대학교 캠퍼스별 SW기초교육 운영 교과목

서
울

과목명

구분

과목명

구분

네트워크기술을통한현재와미래사회

이론

네트워크의미래

이론

디지털세계의신인류,딥러닝과인공지능

이론

새로운생명체:인공지능

이론

부의진화-게임과네트워크

이론

소프트웨어적사유

이론

빅데이터를통한세상바로알기

이론

언어와컴퓨터

이론

새로운생명체:인공지능

이론

컴퓨터게임개론

이론

소프트웨어적사유

이론

컴퓨터를만든수학:수학과정보기술

이론

인간과생활속의로봇

이론

내손안의소프트웨어

실습

인간-컴퓨터 중심세계

이론

인간과생활속의로봇

실습

인터넷의진화와미디어콘텐츠기술

이론

알기쉬운소프트웨어코딩

실습

문화세계의변혁,안드로이드세상

실습

창의적사고를위한소프트웨어코딩

실습

빅데이터를통한세상바로알기:
데이터분석코딩

실습

프로그래밍을통한논리적사유연습

실습

프로그래밍을통한논리적사유연습

실습

국
제

인문학 중심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서울 캠퍼스는 이론을 중심으로 SW사고역량을 갖추도록 SW교양 9개
와 SW코딩 교과목 3개를 포함하여 2018년도에 12개의 교과목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이공학 중심의 단과대학
으로 구성된 국제 캠퍼스는 SW코딩을 통한 문제해결역량 능력을 갖추도록 SW교양 6개와 SW코딩 5개를 포
함하여 2018년도에 11개의 교과목을 운영하였다.

3. 경희대 SW기초교육 운영 결과
본 장에서는 경희대학교가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된 2017년 이후 전교생 SW기초교육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과 2019년 1학기에 진행된 SW기초교육 설문 결과에 관해 기술한다. 2019년의 운영 결과는 현재 학기가
진행 중임으로 추정치로 산정하였다.

3.1. SW기초교육 교과목 운영 결과
연도별 전교생 SW기초교양 운영 교과목 수와 증가율은 분석하여 <표 3>에 정리하였다. 2019년 전교생 SW
기초교양은 서울 캠퍼스에 “사이버스페이스문화와 인간관계”와 국제캠퍼스에 “인공지능과예술”교과목을 추가
하여 총 21개 교과목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21개 교과목에 대해 93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
년 대비 10.53%가 증가하였다. SW중심대학사업 시작 후, 운영 강좌 수는 연평균 39.19%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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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경희대학교 전교생 SW기초교육 교과목 증가율
구분
전교생
SW기초교육
운영 교과목

2017년

2018년

2019년

교과목 수

12개

19개

21개

증가율

-

▲ 58.33%

▲ 10.53%

강좌수

48개

84개

93개

증가율

-

▲ 75.0%

▲ 10.71%

연평균증가율
▲ 32.29%

▲ 39.19%

<표 4>는 연도별 전교생 SW기초교양 수혜 인력과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재학생 8,641
명과 졸업생 3,377명을 포함하여 전체 수혜 인력은 11,838명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31.18%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한다. 이는 2019년 경희대학교 전체 대학생 26,430명 중 44.8%가 SW기초교양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한 것이며, SW중심대학 사업 이후, 연평균 63.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경희대학교 전교생 SW기초교육 교과목 증가율
구분

전교생 SW기초교
육 수혜 인력

2017년

2018년

2019년

재학생

2,902명

7,888명

8,461명

증가율

-

▲ 171.81%

▲ 7.26%

졸업생

1,534명

1,136명

3,377명

증가율

-

▼ 25.95%

▲ 197.27%

전체 수혜 인력

4,436명

9,024명

11,838명

증가율

-

▲ 103.43%

▲ 31.18%

연평균증가율
▲ 70.75%

▲ 48.37%

▲ 63.36%

3.2. 전교생 SW기초교육 설문
경희대학교는 2017년 SW중심대학사업의 선정과 동시에 수행된 전교생 SW기초교육 의 수행을 통한 학생들
의 SW교양 교육에 대한 인식과 향후, 개선 방향의 결정을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2019년 1학기 SW
기초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수강생 2,934명 중 59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년 비율은 SW기초교양 6학점(2과목)을 졸업 필수로 지정된 2018년 이후
학생인 2학년(33.50%)과 1학년(30.65%)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 4학년(24.62%), 3학년(11.22%)의 순으로 설
문에 참여하였다. 경희대학교를 구성하는 24개 단과대학, 5개 학부 중 공과대학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이어 정경대학(9.5%), 경영대학(7.4%) 등의 순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 5>에는 상위 6개 단과대학만을
표기하였으며, 나머지 단과대학은 “그 외 단과대학”으로 표기하였다.
<표 5> 설문조사 응답자의 주요정보 요약
속성
성별

캠퍼스

속성값

빈도수

비율

남자

290

48.57%

여자

307

51.42%

서울

292

48.91%

국제

305

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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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83

30.65%

2학년

200

33.50%

3학년

67

11.22%

4학년

147

24.62%

공과대학

88

14.74%

정경대학

58

9.72%

경영대학

44

7.37%

체육대학

36

6.0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35

5.86%

외국어대학

35

5.86%

그 외 단과대학

301

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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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학년

단과대

합계

본 논문에서는 설문지의 전체 문항 중에서 학생들의 SW교양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문항
은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표 6>은 분석을 위해 선택된 문항들이다.
<표 6> 분석에 활용된 선택 문항
순번

분석 문항

문항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SW기초교육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문항 2

SW 기초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코딩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까?

문항 3

전공 또는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설계 또는 구현 가능한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문항 4

본인 전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SW기초교양 교과목은?

문항 1을 통해 경희대학교 전교생 SW기초교육의 교육체계, 교과목 구성 그리고 강좌 운영 등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표 7>에 정리하였다.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긍정적 인식(매우 긍정 및 긍정)
과 부정적 인식(부정 및 매우 부정)으로만 비교하면, 긍정적 인식이 55.78%로 부정적 인식 10.72%보다 월등히 높
음을 확인하였다.
<표 7> 문항 1의 분석 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사례수(N)

183

200

67

147

597

매우 긍정

15.30%

10.00%

19.40%

12.59%

13.23%

Top2 / Bottom2

평균

55.78%
긍정

41.53%

34.00%

50.75%

53.15%

42.55%

보통

34.43%

36.50%

25.37%

32.87%

33.50%

부정

5.46%

15.50%

1.49%

3.50%

7.87%

63.86%

10.72%
매우 부정

3.28%

4.00%

2.99%

0.70%

평균

65.03%

57.63%

70.52%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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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문항 2를 통해 SW기초교양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SW에 대한 흥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표 8>에 정리하였다. 긍정적 인식이 53.60%, 부정적 인식 20.44%로 파악되었다. 많은 학생이 SW에 대한 흥
미를 느끼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표 8> 문항 2의 분석 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례수(N)

183

200

67

147

597

전체

매우 긍정

16.39%

11.50%

28.36%

8.39%

14.57%

Top2 / Bottom2

평균

53.60%
긍정

35.52%

34.50%

41.79%

30.77%

39.03%

보통

24.04%

25.50%

22.39%

32.17%

25.96%

부정

16.94%

17.50%

5.97%

25.17%

13.90%

60.30%

20.44%
매우 부정

7.10%

11.00%

1.49%

6.29%

평균

59.29%

54.50%

72.39%

53.85%

6.53%

문항 3을 통해 SW기초교양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문제해결을 위해 SW를 도구로써 활용이 가능성에 대
해 분석하여 <표 9>에 정리하였다. 설문 결과 31%의 학생이 “SW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능들의 설계 또는 구현
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응답은 17%,“ 조언을 통해 설계 및 구현할 수 있
다.”라는 응답은 12% 그리고 “본인 스스로 설계 및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12%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
체 응답자 중 72%의 학생이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교생 SW기초교양 교육의 큰 성
과로 이해하였다.
<표 9> 문항 3의 분석 결과
선택항목

백분율

본인 스스로 설계 또는 구현을 할 수 있다. (책 또는 인터넷 참조)

12.40%

SW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설계 또는구현할 수 있다.

12.06%

SW 전문가 협업하여 설계 또는 구현할 수 있다.

16.75%

SW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능들의 설계또는 구현을 의뢰할 수 있다.

30.82%

전혀 설계 또는 구현을 할 수 없다.

27.97%

문항 4를 통해 2019년 1학기에 개설된 SW교양 교과목 중 본인 전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을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여 <표 10>에 정리하였다. SW사고력, 코딩, 4차산
업과 관련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이 학생 본인 전공에 도움이 SW교양 교과목으로 판단되었다.
<표 10> 문항 4의 분석 결과
순위

과목명

1

소프트웨어적사유

2

프로그래밍을통한논리적사유연습

백분율
9.2%
9.0%

순위

과목명

백분율

12

네트워크의미래

3.8%

13

언어와컴퓨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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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를통한세상바로알기

8.5%

14

부의진화-게임과네트워크

3.1%

4

빅데이터를통한세상바로알기:
데이터분석코딩

7.8%

15

네트워크기술을통한현재와미래사회

3.1%

5

알기쉬운소프트웨어코딩

7.4%

16

인터넷의진화와미디어콘텐츠기술

2.7%

6

새로운생명체:인공지능

5.8%

17

컴퓨터게임개론

2.4%

7

창의적사고를위한소프트웨어코딩

5.7%

18

컴퓨터를만든수학:수학과정보기술

2.3%

8

인간과생활속의로봇

5.6%

19

문화세계의변혁

2.0%

9

디지털세계의신인류

5.2%

20

안드로이드세상

2.0%

10

딥러닝과인공지능

5.2%

21

인간-컴퓨터중심세계

1.8%

11

내손안의소프트웨어

4.2%

4. 결론 및 향후 계획
경희대학교는 2017년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추진한 “SW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교생 SW기초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소프트웨어 기반”, “소프트웨
어 활용”, “4차 산업혁명”, “기본 코딩” 그리고 “앱 응용 언어” 등의 5개 분야 21개 교과목에 대해 93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재학생 8,641명과 졸업생 3,377명을 포함하여 전체 수혜 인력은 11,838명으로 경희대학교 전체
대학생 26,430명 중 44.8%가 SW기초교양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한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SW중심대학
사업 이후, 연평균 63.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학기 설문 조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전교생 SW기초교육 과정에 대해 많은 학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72%의 학생이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SW사고력, 코
딩, 4차산업과 관련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에 대한 SW교양 교과목에 대한 수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향후,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SW교양 교과목에 대한 강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설
문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와 수요가 반영된 전교생 SW기초교육을 운영하여, 경희대학교만의 차별화된 학생 중
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SW기초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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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 기반의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코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신윤희, 서응교(단국대)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
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융·복합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김경미, 김현숙, 2014; Jang, 2016).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서는 2015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운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복합적인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컴퓨팅 사고력 및 협력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서응교, 2017).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연구들은 소프트웨어 기술 자체의 습득보다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융합교육 접근방법을 강
조하고 있다(박금주, 최영준, 2018).
그러나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급속도로 확대 편성되는 상황에서, 교수목표가 명확하지 않거
나 전공계열 및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수전략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윤옥한, 2017). 최근 PBL,
플립러닝 등의 교육방법을 접목시켜 융·복합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모델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융·복합교육 운영모델 및 교수설계 측면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부
족한 상황이다(김시정, 조도은, 2018). 특히 비 IT 전공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운영모델과 구체적인 교수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박금주, 최영준, 2018; 윤옥한,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IT 전공 학생들에게 적합한 소프트웨어 교육 방안을 탐색하고자, 융·복합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융·복합 접근방법으로는 먼저, 사전학습을 통하여 완전학
습을 유도하고, 배운 지식을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적용해나갈 수 있도록 플립러닝 방식을 접목하였다. 또한
기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융합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문제해결
방법론인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접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 IT 전공 학생들의 소프
트웨어교육을 위해 플립러닝과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개발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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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에 미치는 효과와 교육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수전략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의 코딩교육을 위하여 플립러닝과 디자인씽킹에 기반을 둔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성과를 검
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코딩교육과 플립러닝, 디자인씽킹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강
좌 모델 초안을 설계하고(2016년 7월~8월),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타당화한 뒤 강좌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2016
년 9월~12월).

1차 효과분석은 개발된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및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에 대한 조사로 진행되었

다(2017년 3월~6월). 조사결과, 만족도는 평균 5점 만점에 4.27의 결과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창의적 문제해
결력에서도 사전-사후 비교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응교, 2017). 1차 효과분석 결과
를 토대로 향후 강좌 운영을 위한 교수전략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차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2018년
3월~6월).

구체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의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와 학습경험에서의 교육효과 인식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좌개발 과정과 2차 효과분석 결과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2.1. 전문가검토
1차 개발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고려해야 할 설계 전략과 실행 원리를 도출하였다. 설계 전략과 실
행 원리 기반의 강좌 초안은 내부 교수자들의 1차 검토와 수정과정 후, 전문가 5인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반
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타당성 검증 설문은 김현주, 임정훈(2014)의 설문도구를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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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6개 문항의 설문(타당성, 적절성, 설명력, 실행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을 리커트 5점 척도를 기
반으로 작성하였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과목 운영 시 유의할 점, 혹은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관식 의견을 수렴하였다. 5인의 SW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가 검토에 참여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관련업계 경력자로 제한하였다.

2.2. 강좌의 적용과 효과성 분석
가.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D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2학점의 교양필수 과목인 ‘창의적 사고와 코딩’ 교과목
을 수강하는 비 IT 전공 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5차시에 걸쳐 ‘플립러닝
및 디자인씽킹 기반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34세였으며 남자 50명(43.1%),
여자 66명(56.9%)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3~5명이 팀을 이루어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팀 구성은 수업 종료시
점까지 변경 없이 진행되었다.
나.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역량과 학습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
적·양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15주차 수업이 진행되기 전과 완료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수준을 측정하였다. 검사지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전·후에 자
가진단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모든 항목은 5 점 리커트 (Likert) 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Royalty,
Oishi, 과 Roth (2014)에서 디자인씽킹 원리 및 단계를 고려하여 제시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검사지의 신뢰
도분석 결과, 창의 역량의 하위요소인 내적일치도 계수로 사전 검사 시 .81, 사후 검사 시 .8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에 성찰일지를 통해 진행된 교육을 통해 얻게 된 효과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하도록 안내하였다. 성찰일지의 내용 은 일정한 기준과 의미의 공통성 여부에 따라 영역별로 분류하는 귀납
적 내용 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통해 범주화하였으며, 분류된 요인에 대한 빈도를 산출하였
다.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세 명의 연구자가 함께 요인을 분류하였으며, 평정자간 일치도 값을 산출하였다. 분
산분석 결과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값은 .952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

3. 연구결과
3.1. 디자인씽킹 기반 코딩교육 프로그램 개발 결과
가. 강좌 개발 결과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하여 강좌 개발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코딩교육 강좌 개발을 위하여 비 IT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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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학생이라는 대상의 특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였다. Jenkins(2002)에서 제시한 코딩교육의 어려움과 비IT계
열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해결과정에 요구되는 주요 코딩지식을 효과적으로 익히고 이를 학습자가 주체
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을 기르는 것을 수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수업활동은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에 맞춰 문제(Problem)영역과 해결(Solution)영역으로 나누어 창의적 문제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구
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제영역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아 정의할 수 있도록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의 공감(Empathy), 문제정의(Define) 단계로 정의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의 사용자 스
토리(Storytelling), 사용자 특징정의(Persona), 사용자 경험분석(User Experience Journey) 단계로 정의하였다. 해
결영역에서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의 아이디어만들기(Ideate), 모형제작(Prototype), 테스트(Test) 단계로 정의하
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의 모형제작(Mock-up), 구현(Implementation) 단계로 정의하였다 [그림 2]. 또
한 플립러닝 방식을 접목시킴으로써 사전학습에서 활동의 주요목적과 방법을 익히고 온라인 평가를 수행하도
록 하였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비IT 전공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관적인 드
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 방식으로 쉽게 프로그램을 완성해가는 프로그래밍언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을지 여부를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글로벌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W기업인 SAP사의 Fiori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림 2] 디자인씽킹의 어플리케이션 개발단계 적용

나. 전문가 검토 결과
강좌 초안의 타당화를 위하여 서응교, 전은화, 정효정(2016)이 실시한 타당화 설문지를 활용하여 총 5인의 전
문가에게 검토를 받았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해당 강좌의 타당성(4.71), 적절성(4.67), 설명력(4.71), 실행 가
능성(4.75), 일반화 가능성(4.67)은 확보하였으나, 수업활동을 위한 활동지의 제공 및 교수자의 도움과 동료 피드
백의 확대,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 프로그램 개선 및 적용 결과
전문가로부터 얻은 강좌 개선사항으로는 SW코딩 개념설명 시 흥미유발요소, 활동을 위한 교재 및 워크시
트의 활용, 학기 초 교수자의 지원 강화, 학습자의 참여와 동료 피드백 강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지원,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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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흐름의 개선, 이론, 실습, 혼합형태의 기말고사 문제 출시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
선하였다.
<표 1> 강좌 구성(개선안)
단계

주요 활동

과업

1주차

창의적사고와
코딩이란

• 오리엔테이션
• 창의적사고와 SW코딩에 대한 소개

2주차

창의적 사고로
문제해결하기

• 팀구성 활동
• 4차 산업혁명과 창의적사고의 요구
• 디자인씽킹에 대한 소개, 이해 및 SW코딩에 있어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 이해

Activity 1
파일공유
경험개선

3주차

창의적 사고로
코딩하기

• 공감, 문제정의, 아이디에이션,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 단계 이해
• 각 단계별 중요 포인트 이해

Project 1
Wallet Project

4주차

처음코딩:
Hello DKU!

5주차

제품 진열장 만들기

6주차

진열제품
생각해보기

•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해 (Mock -up Data 제작)

7주차

타인의 코딩
들여다보기

• 조별 발표 및 교수자 채점 및 피드백
• 동료평가 및 피드백(Peer evaluation)

8주차

생활 속 이야기로
문제정의하기

• 디자인씽킹을 SW코딩에 적용하기 위한 SW 개발방법론 적용
• 사용자 스토리와 경험 정의

9주차

생활 속 문제해결
모형 만들기

• 디자인씽킹의 SW코딩 적용을 위한 SW개발 방법론 적용
• 어플리케이션 모형제작(프로토타입 제작실습)

10주차

생활 속 문제
해결용 코딩

• 디자인씽킹의 SW코딩 적용을 위한 SW개발 방법론 적용
• 나의 애플리케이션 만들기(템플릿 활용 실습)

11주차

나의 코딩확장하기

12주차

창의적 사고로
다시 돌아보기

13주차

팀별 활동발표 1

• 팀별 발표 및 교수자 평가 1주차
• 동료평가 및 피드백(Peer evaluation)

14주차

팀별 활동발표2

• 팀별 발표 및 교수자 평가 2주차
• 동료평가 및 피드백(Peer evaluation)

15주차

기말고사

• SAP Fiori 이해, 통합 개발환경 준비
• 기본 화면구성 확인
• Project 만들기 및 캔버스 기초 실습
• 레이아웃 편집기 활용하기
• 레이아웃 편집기 활용한 실습

Project 2 전공 관련
어플리케이션 분석 발표
Activity 2 스토리텔링,
페르소나, 여정지도
Activity 3 Mock-up 활용
프로토타입

• 나의 애플리케이션 확장실습(화면추가)
• 나의 애플리케이션 확장실습(데이터변경, 언어확장)

Project 3
주변 문제해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말고사

3.2. 디자인씽킹 기반 코딩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가.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에 미치는 효과
디자인씽킹 기반 사용자 중심 어플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결과, 창의 역량에 대한 평균은 사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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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수준에서 사후검사 3.39 수준으로 0.32만큼 향상하였음으로 확인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을 통하여 사전-사후 비교를 실시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평균=3.16(
사전),

3.38(사후)).

<표 2>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변수 명

창의역량

평균

표준편차

사전
(n=116)

3.16

.472

사후
(n=116)

3.38

t값

유의확률

-3.804

.000***

.567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문항의 하위영역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
을 겪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감 및 문제정의 활동과 관련된 창의 역량은 대체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
였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영감을 주는 문제를 찾거나 주어진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자신감을 보였다(1,3
번).

또한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외부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는 자신감을 보였으며(4번), 창의성 향상

방법에 대한 지식습득 측면과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9, 10번). 그러나 명확한 답이
없는 모호한 문제를 대하는 데에는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2번). 아이디어 만들기 및 프로토타입 활동과
관련된 창의역량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잠정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겼지만(6번), 의미 있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과 그 이후에 문제해결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7번).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른 대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효과 차이가 없었다
(11번).

또한 협력적 소통능력과 관련해서 타인과 중간 산출물을 공유하거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타인이 보다

창의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효과 차이가 없었다(5,8번).
나. 교육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성찰일지 분석을 통하여 코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교육효과로는 크게 인
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 실천적 차원을 구분해볼 수 있었다. 먼저 학습자들은 인지적 차원으로 코딩, 코딩과
정, 디자인씽킹에 대한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코딩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배웠다(커뮤니케이션
학부, 남, 황OO).

정의적 차원은 동기 향상, 인식 및 신념 변화를 경험했다는 의견, 코딩/실습/협력학습에 대한 흥미를 얻었다
는 점, 코딩/컴퓨터/앱 개발 및 문제해결/협력학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점, 코딩/컴퓨터 활
용/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꼽았다.
배우지 않은 코딩부분을 구현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응용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었다(커뮤니케이션학부, 여, 권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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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프로젝트를 처음하게 되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부터 막막했는데 팀끼리 원활하게 역할을 분담하
고 맡은 바를 모두 성실하게 완성하여 혼자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수월하게 과제를 끝낼 수 있었다.
팀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경영학부, 남, 강OO).

실천적 차원에서는 코딩/컴퓨터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는 향후 학습 참여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분석 능력/탐구 능력/문제
해결 능력/협력 및 대인관계 능력/유연한 사고능력/창의적 사고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량이 증진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앱을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잠깐 투덜대고 그냥 사용하였는데, 이 수업시간에는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코딩의 두려움이 사라졌다(경제학과, 여, 김OO).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까지 찾아내는 과정에서 분석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서 하나의 앱에도 복잡한 체계와 무척 많
은 입력 값이 들어간다는 걸 배웠고 앞으로 어떤 앱을 사용할 때 분석하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경영
학과, 여, 김OO).

<표 3> 교육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차원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주제
지식습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코딩과정
코딩 언어 및 문법에 대한 지식

빈도(비율)
71(61.21)

동기

흥미, 효능감

22(18.97)

인식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

15(12.93)

신뢰

팀원 간 관계의 중요성

태도

실천적 의지

7(6.03)
15(12.93)

문제발견 능력
실천적 영역

역량

문제해결 능력
협력적 코딩능력

50(43.10)

실행능력
합계

116(100.00)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팅 사고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융·복합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복합적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고 인간중심의 문제정의 및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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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해나가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플립러닝 방식과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접목하였다. 코딩교육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는 2단계로 강좌를 개발하고 수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창의성, 창의역량, 창의성 교
육 프로그램과 SW코딩교육에 대한 관련 교육과정 문헌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강좌 설계 원리와 실행 원리
를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운영모델을 타당화 하였고. 3단계에서는 전문가 의견에 따
른 시사점을 토대로 강좌를 수정·보완하였으며, 개선한 강좌를 적용하여 전반적인 학습자의 만족도를 조사하
였다. 4단계에서는 3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교수전략 측면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의 하위영역별 효과를 분석하고 성찰일지를 통해 교육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비 IT전공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서 인간중심 관점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경험, 협력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과정, 코딩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개
발해나가는 경험을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실제 문제 상황 속에서 코딩의 의미와 가치를
체감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성과 잘
맞물린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활용 및 코딩이 익숙하지
않은 비 IT 전공 학생의 경우 디자인씽킹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면서 최종과제로 코딩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은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다.
효과검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고려할만한 요소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습득한
코딩지식을 문제해결에 적용해나가는 전이과정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요구되는 코딩지식을 찾아내고 적용
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코딩교육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보다
복합문제에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코딩지식을 기반으로 반복
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시행착오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 또한 문법이나 기능을 배우는 과정보
다 습득한 지식을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먼저,
코딩에 대한 개별 지식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개별 학습 자료를 플립러닝 및 SNS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코딩과정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문제해결과정과 연관 지어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문제해결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스캐폴딩이 필요하다. 둘째, 앞서 언급한 시행착오와 실
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은 정의적 영역인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이
코딩활동을 통해 얻은 부분이 인지적, 실천적 영역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과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이디어 만들기 단계부터 코딩구현 단계에까지 모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으로, 학습자가 본 수
업에서 구현해야하는 코딩결과물을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한정짓기보다는 디자인씽킹 전 과정에 대한 중요성
과 코딩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을 프로토타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이 제안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모형제작-구현과정의 반복(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
어가 점점 구체화되고 발전해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설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
자의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위해 플립러닝을 도입하였으나 수업 외 시간에 과제로 할당되는 부분으로 수행지속
성 및 강좌이수율에서 개별 편차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플립러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의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소프트웨어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교육 목표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교육과
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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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3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W기초교육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W기초교육

오경선, 김현정(건국대)

1. 서론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
분야에 전문적이고 뛰어난 기술을 만드는 힘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힘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요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최근, 소프트웨어교육(SW교육)의 필요
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면서 SW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컴퓨팅사고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SW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직업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학교에서는 2015년부터 SW중심대학을 필두로 SW 코딩에 관련된 교과목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SW기초교양과목을 기
초영역과 심화영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양으로 배워야하는 2개의 교과목을
기초영역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융합영역에 필요한 SW교과목을 심화영역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도
록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의 기본적인 SW소양을 바탕으로 SW융합 학문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학문
적 지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본론
SW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SW기초교육은 SW소양을 함양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SW융합의 진
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학문적 다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관심이 있는 SW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을 SW심화 과목에서 선택하여 학습 하는 것은 SW관련 교과목의 선행조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으로 건국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SW기초교육은 크게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모든 학생에
게 필요한 SW소양은 기초교양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SW융합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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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양으로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2.1. 교육체제개선
- 모든 신입생을 위한 SW기초교육(2과목, 6학점)을 교양 필수로 지정하고, 기초교양 SW영역에 추가하였다.
또한 SW융합전공의 준비를 지원하기위해 단과대학/학과별 SW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개선의
견 수렴을 통해 맞춤형 SW심화교육교과목을 선정하여 교양 선택으로 지정하고, 심화교양 ‘학문소양 및
인성 함양’영역에 추가하였다.
구분

학점
3학점

교양필수
3학점

1학점

계열

구분없음

교과목

강의유형

컴퓨팅적사고

B-Learning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해결

(동영상+실습)

1학기

빅데이터사이언티스트되기
초연결시대의사물인터넷

2학기

MP3에서AR과VR까지,
인공지능과공존하기

1학기

SW프로젝트입문

2학기

SW심화프로젝트

구분없음

교양선택
2학점

수강시기

이공계열
1학기
비이공계열
2학기
이공계열
2학기
비이공계열 2020-1학기

평가방식

절대평가

강의식
상대평가
실습

- 비전공자 대상 SW기초교육 의무화는 2019년도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2016년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였
던 ‘컴퓨팅적사고’교과목의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변경되어, 학습자들이 부담 없이 성실하게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교육용 SW프로그래밍언어인 스크래치로 활용한 수업을 2019년도부터는
파이썬을 활용하였다. 더 나아가 ‘컴퓨팅적사고’ 후속 교과목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해결’교과목을
추가 운영하여, 학생들이 SW기초교육으로 2과목 6학점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과목명

학점

2016년
~2018

3학점

3학점
2019년
3학점

구분

수강시기

교과목

강의유형

이공계열

1학기

비이공계열

2학기

컴퓨팅적사고
(스크래치 활용)

B-Learning
(동영상+실습)

상대평가

이공계열

1학기

비이공계열

2학기

이공계열

2학기

B-Learning
(동영상+실습)

절대평가

비이공계열

2020-1학기

컴퓨팅적사고
(파이썬활용)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해결
(파이썬)

2.2. 비전공자 대상 SW기초교육 의무화
- 2019년 신입생부터 SW교양필수(2과목, 6학점)로 ‘컴퓨팅적 사고’와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해결’를 개설하
여 운영하고 있다. [컴퓨팅적사고] 교과목과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해결]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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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컴퓨팅적사고]교과목 개요
과목명

학점

구분

수강시기

교육내용

강의유형

평가방식

컴퓨팅적사고

3학점

교양
필수

1학년
2학기

컴퓨팅적 사고력 배양 및 기초
적인 프로그래밍 경험

B-Learning
(동영상+실습)

절대평가

-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를 컴퓨팅 관점에서 해석(분해, 패턴화, 추상화)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방식
(알고리즘)을

고안하는 컴퓨팅적 사고력의 향상에 목적을 둠

-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자의 사고를 컴퓨팅사고의 단계로 직접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파이썬 프로
그래밍 언어를 통해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특히, 전체 학생이 본 기초교육을 통해 코딩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컴퓨팅적 사고에 집중하기 위
해 학습초반에는 문제 상황의 해결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제공과 중반부에는 SW기초개념을 학
습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비이공계/이공계의 2계열로 분리하여, 계열 수준에 맞추어 강의(동영상 및 실습) 내용을 차별화하여 운영함
②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해결]교과목
과목명

학점

구분

수강시기

교육내용

강의유형

평가방식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해결

3학점

교양
필수

1학년
2학기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
를 학습과 프로그래밍을 통한 해당
문제 해결 (활용언어 : Python_)

B-Learning
(동영상+실습)

절대평가

- 컴퓨팅적사고 교과목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도 2학기부터 전교생 교양필수 운영
- 학습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지식과 경험,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절차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함
-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를 플로고리즘으로 설계 할 수 있도록 함
- 설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행하기 위한 도구로 파이썬을 활용함
- 계열별로 교육의 난이도와 실습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접할 수 있도록 함

2.3. 전공별 특성에 맞는 비전공자 대상 SW기초교육 선택
-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산업계/학생/단과대학별 SW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개선의견 수렴을 통
해 맞춤형 SW심화교육 과목을 선정하였다. SW심화교육은 크게 마이크로레슨 운영과 일반 심화교양으
로 운영한다. 마이크로레슨은 16주 가운데 학생이 원하는 4주간을 선택하고 집중 강의를 통해 교양 과목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주 전공 영역이 아닌 비전공자가 개념이나 적용사례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교양

구분

학점

구분

수강시기

교과목

운영방식

평가방식

마이크로레슨

1학점

교양
선택

1학년
2학기

빅데이터사이언티스트되기
초연결시대의사물인터넷
MP3에서AR과VR까지
인공지능과공존하기

4주간
15시수

상대평가

일반 심화교양

2학점

교양
선택

1학기
2학기

SW프로젝트입문
SW심화프로젝트

15주간
30시수

상대평가

심화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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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이크로레슨(1학점, 4과목): 1학기 ‘빅데이터사이언티스트되기’, ‘초연결시대의사물인터넷’과 2학기 ‘MP3에
서AR과VR까지’, ‘인공지능과공존하기’ 총 4과목 운영함
② 심화교양(2학점, 2과목): 전교생이 참여 가능한 SW관련 경진대회 및 프로젝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양교
과목 개설 수요 파악, 해당 수요를 반영하여 2019학년도 1학기 ‘SW프로젝트입문’, 2학기 ‘SW심화프로
젝트’교과목 운영함

2.4 SW기초교육 학습자 만족
- 2019년도 1학기 컴퓨팅적사고 교과목에 대한 이공계열 학생들의 인식 확인 및 교과목 개선 방향 도출하
기 위해 2019. 5.15. ~ 6.16.에 걸쳐 건국대학교 교수·학습 지원센터와 함께 이캠퍼스 공지사항에 공지
하고, KSDC설문 조사 툴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 진행하였다. 총 487명이 응답하였으며, 미비한 응답 1개
를 제외 486개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① 응답자 정보
- 성별로는 남자 296명(60.9%), 여자 190명(39.1%)로 남학생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학년으로는 1학년
299명(61.5%), 2학년 103명(21.2%), 3학년 43명(8.8%), 4학년 41명(8.4%)로 나타남
-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전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0명(43.2%), 없는 경우는 276명(56.8%)로 없는 경우가 다
소 높게 나타남
② ‘컴퓨팅적 사고’ 수업 만족도
- 만족도의 대부분이 4점을 넘는 점수를 보여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부분은 수업 활동 안내 부분으로 4.37점(5점척도)이었으며, 관련 내용은 진행 방
식의 대한 꼼꼼한 안내와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안내 등에 대한 부분이었음
- 실제 개방형 문항 분석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내용 중복성, 퀴즈에 대한 부담감을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음
요소

문항 내용

만족도

수업 진행방식의 대한 안내
평가 기준에 대한 안내
수업자료 안내

4.37

수업설계

동영상과 오프라인 수업의 연계성
동영상이 오프라인 수업에 도움정도
동영상과 오프라인 수업의 비율

4.26

상호작용

수업 적극적 참여
교수님과 학생 참여

4.23

동영상 속도
반복 학습용이

4.18

동영상과 오프라인 수업과의 내용 연계
퀴즈가 내용 이해 측면에서의 도움 정도

4.14

b러닝 등의 수업 과정에 대한 만족도
b러닝 추가 수강여부

4.08

수업활동안내

시스템 편의성
퀴즈
b러닝 수업 방법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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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건국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SW기초교육은 크게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모든 학생에게 필요
한 SW소양은 기초교양(2과목 6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SW융합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
도는 심화교양으로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SW소양교육은 학습자끼리 경쟁하기 보다는 배
울 것을 제대로 배웠는지에 초점을 두고 SW교육의 필요성을 체득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
영하고 있다. 심화교양의 경우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운영방식을 같이 도입하여 다양한 선택을 맛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이 도입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결과를 충분히 보여 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학습
자들이 SW교육필요성과 SW교육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양 교육으로 SW기초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이 앞으로 전공 영역에서 SW교육을 통해 얻은 사고의 힘이 활
용될 수 있는 심화교양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SW융합의 진입이 수월해 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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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중앙대)

1. 서론
정보통신기술(ICT1))의 발달로 다양한 컴퓨팅 기기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데이터들을 적정하게 분석하고 가시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 환경의 변화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학
습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미래의
디지털 사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확
히 해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컴퓨팅 기기 혹은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초중고 단계의 중등교육에 정보교육 과정을 필수화하고 기
본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초 소양과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동시에 대학에서도 전교생이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추세이다[나정은, 2017: 63-89]. 그러나 현재까지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혹은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등과정에서 정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특히 인문계열의 학생들 중 많은
학생이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 내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소
프트웨어 교양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가올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함을 일꺠우고 단순히 기술적이고 활용능력 관점이 아니라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소
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자연스럽
게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컴퓨팅 사고력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해법을 컴퓨팅 기기로 자동
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Wing, 2006: 33-35]. Wing은 컴퓨팅 사고가 컴퓨터 과학이나 정보통신 지식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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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수준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능력 자체라기보다 문제를 체계적으로 인식하여 추상화하고 필요한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최적화된 해법을 찾아 정보과학의 관점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전체 과
정에 필요한 사고 체계로 간주하였다. 그는 또한 컴퓨팅 사고력이 컴퓨터 전공자는 물론, 언어, 수학, 의학, 경
영, 법학, 정치, 예술 등 모든 분야에도 적용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역량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
러한 면에서 컴퓨팅 사고력은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시대의 인재상에 매우 적합하고 필
수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 대학에서 공학계열 전공자를 제외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 문
제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한 컴퓨팅 사고력 배양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해 구축한 소
프트웨어 기초교양 교육체계와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한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대학 내 전교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제공하는 대학이 늘어감에 따라 정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민정[이민정, 2017: 1313-1321]은
비전공자의 소프트웨어적 문제해결을 위해 순서도와 같은 다이어그래밍을 이용한 시각적 프로그래밍 교육 콘
텐츠 모형을 제안하였고, 이수진[이수진 등, 2019: 65-74]은 엑셀을 기반으로 비전공 대학생들의 컴퓨팅 사고
력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김영민[김영민 등, 2019: 47-61]은 대학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교육
에 활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적정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신윤희[신윤희, 2019: 759-768]는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비전공 대학생 대상 코딩 교육을 실시한 결과 문제 발견, 아이디어도출, 협력 및 소통, 코딩구현 단계
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김수환[김수환, 2015: 49-57]은 실제 비전공자 대상의 컴퓨팅 사고력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어
려움을 분석하였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변수와 리스트의 학습,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구현하는 과정,
적합한 명령어의 사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했을 때 컴퓨팅 사고
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완섭[김완섭, 2019:161-180]은 2017년부터 3년간 비전공 학생들이 교양필수 소프트웨어 교과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대학생들은 계열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 학습을 교양
필수로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부감이 줄고 긍정적 인식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서주영[서주영 등, 2018: 21-31] 역시 교양필수로 운영된 소프트웨어 교육의 수업에서 학
습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는데 비전공자는 소프트웨어의 학습 난
이도 보다 전공 관련성에 의해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국내 많은 대학에서 비전공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
하기 위한 평가 모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홍성연 등[홍성연 등, 2019: 427-440]은 컴퓨팅 사고
력, 소프트웨어 문해력, 소프트웨어 인식, 소프트웨어 태도의 항목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의 효과
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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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공자 대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육과정
3.1.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체계
C 대학에서는 비전공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의 목표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고 있는 지식정보사
회에 대비하여 컴퓨팅 사고력과 ICT 지식과 실질적 체험을 바탕으로 협업 역량을 갖춘 연계적 소프트웨어 활
용 인재를 양성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전공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기획, 제작하는
학습을 통해 각 전문 분야 혹은 일상 속 아이디어와 문제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
을 배양할 수 있는 기초교육 체계를 [그림1]과 같이 비전공자 대상의 필수교양 과목을 1학년에 기초교양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이후 관심을 갖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심화하고자 하는 학생은 핵심교양에 속한 과목을 선택
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나아가 각 단과대학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과목을 개설하여 보다 실질
적으로 전공 분야와 연계된 소프트웨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교과과정 이외에 비전공자가 주도하여 소프
트웨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교내 비전공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해커톤이나 공모
전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저학년 시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학습과 경험을 통해 자
신감을 얻은 비전공생들이 소프트훼어 전공을 복수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다전공에 도전하는 경우가 매년 증
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1] C 대학의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육체계

3.2. SW 기초교양 교육내용
1) 기초교양 필수 교과목의 운영
C 대학에서 개설한 비전공자 대상 필수교양 과목에서는 주어진 문제의 분석과 해결절차 수립에 관한 이론
과 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내용은 문제해결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우선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동작 혹은 처리 과정을 절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문제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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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의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가며 이 골격을 반복적으로 수행하
는 나선형 교육을 진행한다. 즉 프로그래밍 언어의 습득과 숙련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
고 필요한 작업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정의하고(추상화) 실제 동작의 처리 과정을 컴퓨터로 자동
화하는 과정을 완료하는 실질적인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교양필수 과목이 공대를 제외한 신입생 전체를 위해 개설된 만큼 대상 학생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교
수자와 학생이 상호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약 40명 규모의 분반으로 구성한다. 담당 교수자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상호 피드백을 통해 분반의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실제로 교육목표는 동일하나 분반에
따라 엑셀, 순서도 저작툴(flowgorithm),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르게 선택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림 2] C 대학의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내용

전체 교과목 운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대신, 연 2~3회 워크샵을 진행하여 기초교양 교수진 간 교과목의 내
용 개진 및 운영 개선에 관해 원활하게 상호 정보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핵심교양 선택과목의 운영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이론 중
심의 강의와 코딩 기초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점차적으로 확대 개설하고 있다. 특
히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정은 데이터처리 중심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외부 센서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등 다양한 주제로 연간 6개의 분반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
도록 운영하고 있다.
매년 교양 수준의 소프트웨어 심화과정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ICT와 소프트웨어의 이
론적 이해와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탐색,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웹, 데이터, 모
바일앱, 사물인터넷 기반의 센서, 인공지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교양 과목을 지속적으로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 기초 과목은 학습자의 전공 분야와 연계한 소프트웨
어 메이커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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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전공자 대상 SW 교육 확산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1) 다빈치 멘토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육은 컴퓨터 실습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분반 규모를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
음에도 수업 중 교수자가 학생들의 질의 응답을 원활하게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
웨어 전공 학부생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 수업 중 멘토링을 수행하는 다빈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기초교양 과목에 학부생을 배치하여 수업 중 멘토와의 질의 응답과 과제 점검 기능을 제공한 결과 학습
자의 만족도가 높고 도움을 얻었다는 수강생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점차 전교생 대상의 소프트웨
어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각 단과대학 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학부생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되었고 이 경우 같은 계열의 분반 학생들에게는 소프트웨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 간 역량 차이를 완
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멘토링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전공자와의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에 관한 관심이 상승하고 추후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
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2학기부터 매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자 수가
늘어나 가급적 많은 학부생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표 1>은 지난 4년간 멘토
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의 소속과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다빈치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구분

멘토소속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SW
전공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SW융합전공

소프트웨어학부,
SW융합전공

SW
비전공

시스템생명
공학대학

실내환경디자인,
시스템생명
공학대학

시스템생명
공학대학

시스템생명
공학대학,
경제경영대학,
사회과학대 등

다전공및 비전공
재학생

13

36

42

50

50 이상

멘토 수

2) 다빈치 소프트웨어 해커톤과 공모전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과정을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관해
교내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회의적인 경우가 많다. C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
치를 확산하고 실제 비전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과 잠재력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매년 비전공자
를 위한 소프트웨어 해커톤과 공모전을 진행하고 대회에 지원한 작품을 교내에 전시하는 비교과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다빈치 소프트웨어 해커톤과 공모전은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과목을 이수한 비전공 학생들로만
팀을 이루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기획한 후 직접 소프트웨어 작품을 구현하고 발표의 장을 통
해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메이커로서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참
가팀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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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빈치 소프트웨어 해커톤과 공모전 현황
2016년

2017년

2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다빈치 SW
해커톤

-

10팀(40명)

15팀 참여
(18개 대학)

19팀 참여
(16개 대학)

다빈치 SW
공모전

25팀 참여
(8개 대학)

56팀 참여
(10개 대학)

구분

2018년

20팀 참여 (8개 대학)

2019년

2020년

하계방학

하계방학

핸즈온 예선
공모전 본선

아이디어 예선
공모전 본선

80명

100명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C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전공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양 교육의 체계와 소프트웨
어 교과과정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비전공 신입생 대상의 필수교양 교과목의 원활하고 효과
적인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전공생이 수업 중 멘토로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대학 내 소프트웨어 교육
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비전공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공모전과 해커톤
을 시행하는 등 정규 교과과정과 함께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본 사례가 미래사회에서 요구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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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대상 컴퓨팅사고 교과목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실습 콘텐츠 개발 사례

최강임, 한진섭, 신영주, 이혁준(광운대)

1. 서론
광운대학교는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2017년도부터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SW기초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팅사고 및 프로그래밍 기초 두 과목(각 3학점)에 대해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생에 대
한 기초 수준의 프로그래밍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입학전 SW기
초 교육 실시, 비전공자 SW작품 전시회 개최, 컴퓨팅사고 실습 커리큘럼 개발, 비전공자를 위한 심화 프로그래
밍 교과과정 운영, 정기적인 SW기초 교과목 담당 교강사 간담회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입학전 SW기초 교육은 1학년 신입생 중 수시모집 합격자를 대상으로 2월 중 실시하고 있으며, SW기초 교
육에 대한 동기부여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SW기초 교과목에 대한 입학전 사전 수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SW분야 교과목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SW교육에 대한 관심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프
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비전공자들의 적응을 돕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블록 코딩과 물리적 동작 확인이
가능한 ㈜럭스로보의 모디(Modi) 프로그래밍 교구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학 1학년 수준의 컴퓨팅사고 교과목
의 실습 내용에 맞춘 실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광운대의 SW기초 교육은 1학년 2학기에는 모든 신입생들이 기초 수준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습득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관심 유도 및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2학기 말 경에 비전공자 SW작품 전시
회를 개최하고 있다. 프로그래밍 기초 교과목 수강생들 중 신청자에 한해 담당 교수의 지도 및 SW관련 대학
원생의 멘토링 지원을 받아 적절 수준의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여 SW 작품 구현을 진행하고 전시회에서의 시
연 및 평가를 진행한다.
비전공자를 위한 심화 프로그래밍 교과과정은 1학년 SW기초 교과목을 수강한 비전공자들의 지속적인 프
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심화 수준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좀 더 본격적인 응용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자신의 전공분야에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드로
이드 앱 개발, iOS 앱 개발 및 인공지능 6개의 기초 교과목들로 구성된 과정이 방학중 계절학기로 운영되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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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SW관련 융합연계 전공 및 부전공·복수전공으로의
진입을 돕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컴퓨팅사고 교과목의 교육효과 증진을 위한 럭스로보 모디 기반의 실습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본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럭스로보 모디를 이용한 비전공자용 SW 실습 콘텐츠 개발
비전공자들이 SW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Jenkins, 2012; 김수환, 2015).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컴퓨팅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본질적인 알고리즘 개

념을 학습하는데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세부 기술들을
학습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문제 외적인 어려움들은 제거하고 컴퓨팅 사고
및 SW 기초의 핵심 개념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광운대학교는 이 중에서 럭스로보의 모디를 이용하여 SW 비전공자를 위한 컴퓨팅사고 및 SW 기초 교양과
목의 실습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본 장에서는 모디에 대한 소개와 모디를 이용한 실습 교육 커리큘럼을 소개한
다. 그리고 모디와 파이썬 언어를 결합한 실습 콘텐츠 개발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2.1. 모디 (Modi) 소개
모디는 ‘(주)럭스로보’에서 개발된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난해한 문법 구조에 대한 학습이
없어도 쉽게 컴퓨팅 사고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디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각기 다른 기능
을 갖는 여러 개의 작은 모듈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블록의 조립을 통해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
들 수 있다.

[그림 1] 모디 블록 모듈

모디 블록들을 원하는 기능에 따라 조립한 뒤 이를 모디 스튜디오 (럭스로보, 2019) 라는 코딩 도구를 이용하
여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쉽게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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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디 스튜디오를 이용한 프로그램 코딩

2.2. 비전공자 대상 모디 실습 커리큘럼
광운대학교에서는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SW 기초 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팅사고, 프로그래밍기초' 교과목
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 SW 교육 강사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비전공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어려움 토로와
해당 교과목의 수강 당위성 부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비전공자 학생들을
위한 컴퓨팅사고의 이론을 접목한 실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과목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콘텐츠는 코딩
교육용 도구를 활용한 교육 모델로 코딩교육용 도구로는 앞 장에서 소개한 모디를 활용한다. 모디를 활용함으
로써 비전공자들도 생소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이룰 수 있
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아래 표1은 모디를 활용한 교육 모델을 적용한 2019년 1학기 광운대학교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사고'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이다.
<표 1> 2019년 광운대학교 비전공자 대상 교과목 ‘컴퓨팅사고’ 강의 계획서
주차

강의내용

세부 강의내용

1

컴퓨터 개론 이론 수업 1

- 강의 소개 및 컴퓨팅 시스템 소개

2

컴퓨터 개론 이론 수업 2

- 컴퓨터의 역사

3

컴퓨터 개론 이론 수업 3

- 분해 (Decomposition)

4

컴퓨터 개론 이론 수업 4

- 패턴 찾기(Pattern discovery)

5

컴퓨터 개론 이론 수업 5

- 추상화(Abstraction)

6

컴퓨터 개론 이론 수업 6

- 알고리즘(Algorithm) 1

7

컴퓨터 개론 이론 수업 7

- 알고리즘(Algorithm) 2

8

중간고사

9

모디(Modi) 및 모듈(Module) 소개

- 입력(Input), 출력(Output), 설정(Setup) 모듈
- 액세서리, 모듈 결합과 Plug and Play
- 네트워크 통신

10

모디 스튜디오(Modi Studio)

- 메뉴 구성
- 조건, 반복, Continue, Break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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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모듈, 주석
- 스마트폰 입력
11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예제 실습 1

- 스마트 폰 조정 자동차
- 모디카 장애물 피하기

12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예제 실습 2

- 내 물건 지킴이
- 방해 금지 표시

13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예제 실습 3

- 주변 조도를 이용한 LED Color 제어
- 디지털 수직수평 측정기

14

컴퓨팅 사고를 활용한 예제 실습 4

- Rainbow LED 적외선 피아노
- 감정 표현 ModiPet

15

기말고사

2.3. 모디 파이썬을 이용한 실습 콘텐츠 개발
본 장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모디 파이썬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실습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SW 비전공 대
학생을 위한 컴퓨팅 사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무선 조정 자동차 콘텐츠의 구현 과정을
사례로 들어서 실습 과정을 기술한다. 구현할 무선 조정 자동차는 무선으로 다이얼을 조정하여 모듈로 조립한
자동차 모형을 앞, 뒤로 이동시키는 실습 콘텐츠이다. 첫 번째,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컴퓨팅 사고 기본 4단계
절차 (Jeannette, 2006; Jeannette, 2008)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
단계

동작

1. 분해

입력 모듈 : 다이얼 모듈
출력 모듈 : 모터 컨트롤러 및 좌우 모터
셋업 모듈 : 배터리와 무선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모듈 각각 2개

2. 패턴 찾기

좌우 모터의 속도를 변화시켜서 자동차 방향 전환

3. 추상화

전진(좌측 모터 속도 음수, 우측 모터 속도 양수), 후진(좌측 모터 속도 양수, 우측 모터 속도 음수),
정지(좌우 모터 속도 0)

4. 알고리즘 개발

입력 다이얼이 10미만이면, 모터 멈춤(좌우 Speed 속성 값 0, 0)
입력 다이얼이 50이상이면, 앞으로 이동(Speed 속성 값, 우 50, 좌 -50)
입력 다이얼이 10이상이며, 50미만, 뒤로 이동(Speed 속성 값, 우 -50, 좌 50)

다음으로, 모디 모듈을 이용하여 그림3과 같이 무선 조종 자동차 모형을 조립한다.

[그림 3] 모디 모듈을 이용한 무선 조종 자동차 조립

비전공자 대상 컴퓨팅사고 교과목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실습 콘텐츠 개발 사례

223

마지막으로, 모디 파이썬 패키지(모디 파이썬, 2019) 설치 후, [그림 4]와 같이 파이썬 코딩 및 실행 테스트 한다.
모디 파이썬 패키지는 연결된 모듈의 정보를 획득하여 입출력 모듈을 제어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그림 4] 모디 파이썬 코드

3. 결론
컴퓨터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팅사고 및 SW 기초 교양 교육은 많은 컴퓨터 기초 지식에 대한
이해 부족, 코딩 교육에 대한 부적응 및 무관심 등으로 인해 컴퓨팅사고 교육효과에 대한 적지 않은 의문과 어
려움에 직면해있다. 광운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에서는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팅사고 교과목의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목적으로 럭스로보의 모디를 활용한 실습콘텐츠와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교
과목에 파일럿 테스트로 적용하였으며 일정 수준의 교육효과 증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광운대
의 비전공자 대상 프로그래밍 교육 체계와 컴퓨팅사고 교과목을 위한 실습콘텐츠 개발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
다. 본 교육 콘텐츠 개발 사례가 추후 타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비전공자 대상 SW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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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6 교양교육으로서의 정보기술 교육 교과과정 설계

교양교육으로서의 정보기술 교육 교과과정 설계

나정은(연세대)

1. 서론
미래사회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신기술이 등장함으로써 현재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
이라 예측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타(Big Data), 가상현실(VR) 같은 4차 산
업혁명 기술들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형태로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게 할 것이다. 기존의 정보기술(IT)의
배경에 C(Communication)가 결합되어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은 물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연결에서
파생된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이며, 이는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현재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나
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최근 대학은 물론 초중고 과정에서도 일찍부터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컴퓨
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관련된 과목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기존의 교과과정을 재검토하는 사례
가 많아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도 교과과정을 새롭게 하면서 코딩 교육의 의미와 비슷하게 소프트웨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상은 컴퓨터과학 전반의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상생활이나 다른 영역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뤄지려면 단순 코딩 교육을 넘어서는 컴퓨터과학의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
야 한다. 컴퓨팅적 사고를 한다면 컴퓨터 공학의 기본 개념을 끌어와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
간의 행동을 이해하여 문제 해결과정에 적용한다. 컴퓨팅적 사고는 컴퓨터 전공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고이다. 이에 동의한다면, 컴퓨터전공자 뿐 아니라 누구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컴퓨팅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과제인 셈이다. 특히,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
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고민하여 그 설계과정과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대사회를 종종 VUCA의 시대라고 부른다. VUCA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
(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합성어로 변동이 많이 생기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역할과 환경에 적응하여 성과를 내는 능력이 필요하며, 역량(Competency)보다는 잠재력(Potential)을 키우는 것
이 이런 변동의 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한다. 학부생의 성숙을 돕는 일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라면, 교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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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한 생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할 내적 견고성의 바탕을 길러주는 데 있고, 이 바탕이 ‘교양’(culture)이다(이영준, 2017). 정보기술 교육
에서도 교양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양교육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할 시점이다.

2. 교양교육으로서의 정보기술 교과과정 설계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정보기술 교육을 하려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등 학사제도를 이용하여
교육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전공교육이 아닌 교양교육의 틀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다. 공통교과로 설계하느냐 배분이수의 교과로 설계하느냐의 상황은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의 차이와 현 지식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려면 배분이수제의 도입이 더 타당한
듯하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한다. 글에 담긴 본 뜻을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국
의 미디어교육학자 Rubbla & Bailey(2007)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알
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했다.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발견, 평가, 창조, 정보소통을 위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인지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모두 요구한다고 정의했다. 리
터러시(literacy) 단어에는 ‘세계를 보는 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단순한 도구·기술의 의미 보다 훨씬 중
대한 의미를 갖으며 이런 틀을 제공하는 리터러시 분야를 기초학문 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런 배경으로
대학 교과과정에 컴퓨터 문해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 필요하다(Natraj, 2014). 21세기는 디지털 사회를 이끌
어 나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적 문제 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의
사소통능력(Communications), 협업능력(Collaboration)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ICT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
리고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Domain Knowledge)의 습득을 추가해 볼 수 있겠다.

2.1. 대학 이전의 정보 교육 경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전에 어떤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입학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대학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5년 9월에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
하였다.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여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사고력 중
심의 교육이 목적이며 컴퓨팅적 사고 발달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초등과정에서는 놀이와 그래픽 기반(블록형) 언어를 통한 실습체험 중심 교육이고, 중등과정에서는 그래픽 기
반(블록형) 언어를 통한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이며, 고등과정에서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한 실생
활과 다양한 학문분야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한다. 2018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
으며, 초등과정 17시간과 중등과정 34시간을 통해 의무화된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정보교사의 부족과 충분치 못한 정보교육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학교마다 제공하는 교
육의 질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의무교육 실시와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경험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학 교양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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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 입학 후 정보기술 교육 경험
정부의 SW중점대학사업에 선발된 대학에서는 관련학과를 확대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전교생들에게 소프트
웨어 교육을 확장하는 등의 형태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
여 대학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혁신함으로써, 국가·기업·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선
도하는 대학이다.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통폐합, 소프트웨어 융합 단과대학 설립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공자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선발된 전국 35개 대학이 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도 ICT교육 등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대학자체내에서의 지원이 충분치 않더라도 변화하는 미래사
회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정보기술교육 교과과정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컴퓨터 관련 비전공 학생들에게는 정보기술교육은 공통과정이나 교양과정 이수조건의 형태로 실행된다. 컴
퓨터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각 단과대학 또는 전공에서도 정보기술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기도 하며, 최
근 들어 디지털 관련 과목들이 단과대학단위로 또는 전공단위로 개설되고 있는 추세이다. 단과대학이나 전공에
서도 정보기술 관련 교과를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양영역에서의 교과목과 일부 내용이 겹치기도
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교양영역의 정보기술 교과내용과 교과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변인이 많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교과과정 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컴퓨터교
육을 일컬을 때, 정보과학, 정보교육, 컴퓨터교육, 컴퓨터 활용교육, 스마트 교육, 컴퓨터과학 등의 여러 다른 표
현으로 언급되기도 하면서 교육의 관점이 약간씩 달라진 점도 있지만, 컴퓨터과학 교육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
지 않았었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 상황이라도 중심의 기초는 컴퓨터과학 교육이 되어야 한다(Tedre & Denning,
2016).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컴퓨터과학의 기본 원리의 이해와 기술을 이용하여 창

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초이므로, 컴퓨터과학 교육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3. 대학교양 정보기술 교과과정 설계 방향
교양교육으로 컴퓨터 또는 정보기술 교육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전공 영역지식을 배우고 대학
입학 전의 교육경험도 동일하지 않다. 각 단과대학이나 전공에서 정보기술과 관련된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그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기술 과목을 복수 또는 부전공 등의 이
수체계 안에서 배우거나, 대학 교양 체제 안에서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양으로서의 이수 체계는 단계별로
이수하게 되어 있는 전공과목 체계와는 다르다. 영역별 한 과목씩 또는 특정 과목의 이수로 졸업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 두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컴퓨터 전반에 대한 이해,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컴퓨터과학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을 함축
적으로 다루는 교양 과목이 필요한 이유이다.
컴퓨터과학의 분야에도 단계별 교과 체계로 전공교육이 이루어진다. 주로 1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에 전공기초과목으로 데이터구조, 컴퓨터시스템, 논리회로 과목들을, 3학년에 전공필
수 과목으로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과목들을, 4학년에 전공 선택 과목으로 그래픽스,
인공지능,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학교마다 교과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저학년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후, 각 전공과목을 배우면서 관련된 내용의 실습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함께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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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학생은 자신의 전공에서 컴퓨터과학 전
공자가 배우듯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자신의 전공 교과과정을 따라갈 것이며, 이외 졸업요건으로 되어 있는
교양과목 이수체계 하에서 컴퓨터교육, 소프트웨어교육, ICT교육 등의 이름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교양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은 기초과목으로 필요하지만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아
니다. 프로그래밍을 한 학기 배우고 실전적인 문제해결에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컴퓨터과학을 배우는 입문과정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
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함한 컴퓨터과학 개론적인 내용을 포함한 내용
을 기초 과목으로 구성한다. 전공처럼 단계별로 이수할 수 있는 교양 정보기술 체계로 구성하는 대신 컴퓨터
과학 전공영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과목을 구성하여, 전공과 교양을 아울러 3~4과목의 관련 과목으로 이
수하였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수준의 배경 지식을 갖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도록 한다.
컴퓨팅 기술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가능하며 필요한 기술이다. 모든 분야에 컴퓨터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
용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고, 이런 접근을 컴퓨팅적 사고라고 한다. 컴퓨터과학
의 첫 단계가 컴퓨터 언어라고 해서 교육의 초점이 코딩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산업의 추이를 앞서갈 수가 없다. 따라서 산업과 연계하거나 적어도 산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
는 과정도 필요하다.

2.4. 교양교육 정보기술 교육의 설계
연세대학교는 대학교양 24학점(10개 영역 중 8개 영역의 교과 군에서 최소 한 과목씩 이수) 이수가 졸업요건의 일부
이다. ‘정보와 기술’ 영역은 10개 대학교양 영역 중 하나이다. 2017년 처음 영역이 분리되어 설립되었고 영역명
칭은 ‘소프트웨어’였다. 2019년에 ‘소프트웨어’에서 ‘정보와 기술’로 영역 명을 변경하여 컴퓨터 비전공생들의 컴
퓨팅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세대학교 교과과정 이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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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목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과 컴퓨터과학 개론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
다. 프로그래밍을 심화학습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래밍 교과가 개설되었으며, 데이터과학 관련
과목, 컴퓨터구조와 관련된 과목,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과목, 네트워크와 모바일 컴퓨팅, 데이터구조와 데이
터베이스, 알고리즘 등의 과목들이 단계적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 교과들의 구성은 컴퓨터과학의 코어 커리
큘럼에 기초하여 연관하고 있다. 컴퓨터과학의 개념, 기술, 방법론을 익혀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방법이
컴퓨팅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다. 컴퓨터과학 전공에서는 컴퓨터구조, 컴퓨터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전공과목을 배움으로써 컴퓨터에 대한 이해
가 심화된다. 교양 교과과정에서도 유사한 전공과목들의 개념과 방법을 결합한 교양과목을 개발하여 개념 학
습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할 계획이다.

3. 결론
정보기술 교육과정에는 컴퓨터와 컴퓨팅에 대한 이해 즉, 컴퓨터는 어떤 기계인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기
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용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하였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은 컴퓨팅적 사고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궁극적으로는 컴퓨팅에 관
련된 배경지식이 선결되어야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코딩 교육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컴퓨터 코딩 능
력과는 다른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양과목에서 이뤄지는 컴퓨터 교
육은 대부분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해 기초 또는 공통영역 또는 교양영역 이수 정도의 학점이수로 국한되는 것
이 대부분이다. 21세기 최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득하기는 역 부족이다. 과목의 수(수강
할 수 있는 학점)는 한정되어 있고, 필요로 하는 지식의 양은 많다. 즉, 컴퓨터과학 관련 과목을 깊이 있게 배우기

어렵고 여러 컴퓨터과학 과목을 배울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컴퓨팅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수립
을 위해 기초과목으로 프로그래밍에 더하여 컴퓨터과학 개론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구성이 되도록 한다. 또
한 교양교육 체계 내에서 학생 스스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컴퓨터과학의 코어 커리큘럼을 참고하
여 교양과목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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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현황과 방향제언

양윤정(건국대)

1. 서론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KUGEP(Konkuk University Glocal English Program)1-4를
근간으로 그 외의 다양한 교과목들과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현재, 교양영어프로그램은 KUGEP1-2
두 과목이 교양필수로, KUGEP3-4 그리고 그 외 교과목들이 교양선택으로, 이러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교
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교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2013년에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
그램 개발을 요청하여 교양대학(당시 교양교육원)에서 개발한 KUGEP1-4와 그 외의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으
로 구성된다. KUGEP는 그 당시 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원의 전임교수들, 교내 영어전공 교수들이 2013년 1
년 동안 연구 개발 및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2014년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KUGEP는 개발 및 시행초기에
KUGEP1-4가 교양필수로 운영되었고, 그 외의 교양선택 교과목 그리고 각 단계의 과정을 돕기 위한 비교과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재 KUGEP는 처음 개발, 시행될 당시의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학교의 정책, 예산
등 교내의 여건으로 인하여 수정을 거듭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다.
본교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KUGEP를 중심으로 개편, 운영된 것이 6년이 되었다. 2021년부터 본교는 학
교차원에서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교양영어 역시 그 동안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학생들의 요
구를 점검하여 학생들의 핵심역량 개발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KUGEP 개발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교내외의 상황이 많이 변화하였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평
가에서 영어 교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시입학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또한 국
내 입학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대학입시 경쟁률이 예전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공진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본교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이러한 현주
소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최근 4년간
본교의 교양영어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2019년 1학기 KUGEP1을 수강한 학생들의 현황과 만족도 그리
고 요구를 분석하여 차후 교양영어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한 본교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KUGEP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교양영어와 KUGEP를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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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양영어교육 현황
본교의 교양대학은 2013년에 학교당국의 요청과 지원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개발해줄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당시 교양교육원의 원장과 필자를 포함한 영어전공교수 3인, 교내 영어 관련학과 교
수 2인이 TF팀을 이루어 KUGEP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될 당시 교양필수 교육과정 KUGEP1~4
와 다양한 교양 선택 교육과정, 이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인 영어튜터링, KU 토익점프 등을 포함한다. 본
교 교양영어의 특성은 학생들에게 공인영어시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토익을 일부 포함
하여 성적에 반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개발당시인 2013년에 본교 4학년생들의 평균토익점수는 450점대였
기 때문이었다. KUGEP는 1년여의 연구와 개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서 2014년부터 전격 시행되었다.
이후 KUGEP는 필수 교과목, 교과목 내용, 비교과 운영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 전과 후 학생들의 공인성적 성적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KUGEP가 처음 실시되던 2014년만 하더라
도 본교 1학년 학생들의 토익점수 평균은 200점대였으나 2019년 1학년 신입생들의 1학기말 토익점수 평균은
433점을 기록하였다.

2.1. 교양영어 운영현황
본교의 교양영어 프로그램 KUGEP는 2014년에 처음 운영될 당시 1,2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강력한
외국어인증제와 함께 운영되었다. 외국어인증제는 모든 학생이 4학기 말까지 공인영어시험 예) 정규토익 성적
600점 이상을 제출하여야 했다. 이것이 불가능한 학생은 4학기말 방학동안 3-4주 몰입형 기숙학교 KU토익점
프를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KUGEP는 이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함께 공존한다.
교양영어(기초교양>글로벌영역)

기초교양
(교양필수)

비교과프로그램

KUGEP1

영어튜터링(평균점수
이하 학생 대상)

KUGEP2

KU 영어점프

KU TALK

심화교양
(교양선택)

KUGEP3
(English Speaking)

KUGEP4
(English Writing)

스크린영어, 시사영어읽기, 영미문화의
이해, 영어프리젠테이션, 영어회화1, 영
어회화2, 토익1, 토익2

현재 모든 신입생은 첫 학기에 KUGEP1을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신입생들은 1학년 2학기에 영어, 프랑스,
러시아, 독일어, 일본어가운데 외국어를 하나 선택하게 되는데, 영어를 선택하는 학생들만이 KUGEP2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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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강하게 된다. KUGEP1,2는 3학점 3시간으로 운영되고, 각각 표준화된 강의계획서와 표준화된 교재를 사
용하며, 학기말에 학교주관 모의토익을 실시하여 성적에 20% 반영한다. KUGEP1,2 수업은 학생들의 평균수
준인 중급의 난이도로 진행되며, 이와 함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준별 수업을 대신하고 있다. 즉, 본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영어튜터링, 학생들의 사교육을 대신해줄 방과 후 프로그램인 KU영
어점프와 KU TALK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 교양 선택과목으로 다양한 교과목들이 운영되고 있다.
언급하였듯이 KUGEP를 중심으로 하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운영되어 수정을 거듭하면서
2016년부터 거의 현재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즉, KUGEP1-4각각은 영어의 4영역, 듣기, 읽기, 말하기, 쓰
기내용과 토익을 포함하고, 4인의 한국인 전임교수와 4인의 외국인 전임교수 그리고 강사선생님들이 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반수로 운영되어왔다.
<KUGEP 교과목별 분반 강좌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교과목

구분

학점/수업시수

반별인원

1학기
(전체인원수)

2학기
(전체인원수)

KUGEP1

교양필수

3/3

40

47(전체인원수)

1

KUGEP2

교양필수

3/3

40

2

42(전체인원수)

KUGEP3

교양선택

2/3

40

19

1

KUGEP4

교양선택

2/3

40

2

9

교양시사영어 등

교양선택

2/2

40(영어회화와
쓰기 20명,
이러닝제외)

30

24

KUGEP1

교양필수

3/3

35

40(1519)

2

KUGEP2

교양필수

3/3

35

2

29(1039)

KUGEP3

교양선택

2/3

35

10

2

KUGEP4

교양선택

2/3

35

3

7(189)

교양시사영어 등

교양선택

2/2

40(영어회화와
쓰기 20명,
이러닝 제외)

24

28

KUGEP1

교양필수

3/3

35

45(1548)

2

KUGEP2

교양필수

3/3

35

2

25(전체인원수)

KUGEP3

교양선택

2/3

35

13

9

KUGEP4

교양선택

2/3

35

3

5

교양시사영어 등

교양선택

2/2

40(영어회화와
쓰기 20명,
이러닝 제외)

23

16

KUGEP1

교양필수

3/3

35

43(전체인원수)

?

KUGEP2

교양필수

3/3

35

2

?(전체인원수)

KUGEP3

교양선택

2/3

35

10

?

KUGEP4

교양선택

2/3

35

4

?

교양시사영어 등
그 외 과목

교양선택

2/2

40(영어회화와
쓰기 20명,
이러닝 제외)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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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의표준화와 대표교수제
KUGEP1-4는 강의표준화 방침에 따라 표준화된 강의계획서와 표준화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효
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교수와 KUGEP 각 과목의 주무교수를 두고 있다. 대표교수는 교양영어 전체
를 조정하며, 강의계획서 작성안내, 교재선정 회의 주관, 교과목 배정, 교강사워크숍 준비, 진단평가 및 학기
말 모의토익 실시 준비 등을 한다. 이외에도 대표교수는 교강사 회의를 주제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과목 운
영 전반을 조정한다.

2.3. 강의표준화와 대표교수제
본교의 KUGEP는 1학년 3월에 실시하는 진단평가 결과, 학생들의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중급정도의 단일
수준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본 수업진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인 영어튜터링, 학습동기유
발이 되거나 영어실력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KU영어점프 또는 KU TALK이 학기 중에 기숙사 연계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고 있다.1)

2.4. 수업운영 및 평가
KUGEP의 모든 수업은 일반영어 2시간 + 토익 1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재는 일반영어교재와 토익교
재를 사용한다. 일반영어 수업내용은 KUGEP1/듣기, KUGEP2/읽기, KUGEP3/말하기, KUGEP4/쓰기이다.
이와 함께 모든 수업은 한 시간씩 토익을 다룬다. KUGEP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평가체제 역시 동
일하며, 출석15%,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각 25%, 과제 및 태도 15%, 모의토익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상대
평가를 한다. 본교의 상대평가는 A와 B학점을 받는 학생수가 70%이하이다.
한편, KUGEP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의 시행초기에 외국어인증제가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KUGEP1-4는
1,2학년학생들이 공인성적, 예를 들면 공인토익성적 600점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4학기말까지 공인성적표, 예를 들면 공인토익성적 600점 이상을 제출해야 했으며, 이것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방학중 KU토익점프(기숙형 영어몰입프로그램 3주(또는 4주))를 수강해야 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운영되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저학년부터 영어를 공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일반
적인 평가이다. 현재 대학입학자원의 급감 등 교내외의 변화와 더불어 교양영어의 외국어인증제는 없어졌지만,
각 학과별로 외국어에 대한 졸업인증제는 기존데로 유지되는 형편이다.

2.5. 교양영어 교육성과
KUGEP는 KUGEP1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또한 모든

1) 본
 교의 KUGEP1-4는 2011년-2018년까지 비교과 프로그램인 KU토익점프와 함께 운영되었다. KU토익점프는 방학 중 기숙
형 몰입수업형태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도왔다. 2019년 올해부터 본교는 대학교육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바, 영어비교과 프로그램을 축소시켜서 <영어튜터링>과 , 기숙사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인 <KU영어점프>와 <KU TALK>으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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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GEP1-4는 도입될 때부터 현재까지 학기말 모의토익을 실시하여 이를 성적에 반영하였으며, 현재는 모의토
익 점수를 20%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KUGEP가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데로 학생들이 이 교과목을 수강하는
동안 공인영어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아래 2016학년도부터 3년 6개월 동안 실시한 학기말 모의
토익 결과는 KUGEP수업을 수강한 1년 후에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2016년 2학기말에는
모의토익 점수가 1학기말보다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로 KUGEP프로그램 시행 전에 군 휴학을 했던 학생들이
2학기에 대거 복학하면서 1학기대비 토익성적이 상승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추정할 수 있다(?).
연도

응시 인원수

평균점수

2016-1학기말

2486

434

2016-2학기말

1920

413

2017-1학기말

1922

451

2017-2학기말

1305

470

2018-1학기말

1694

420

2018-2학기말

975

468.1

2019-1학기말

1696(확인?)

433.3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본 논의는 2019년 1학기말에 실시한 설문을 근거로 논의하고자 한다.

3. 교양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본교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2019년 1학기말에 KUGEP1을 수강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는 총 263명으로 그중 남학생이 110명(41.8%), 여학생
은 153명(58.2%)이었다. 단과대학별로 인문사회융합대학이 104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생
명대학 67명(25.5%), 과학기술대학 56명(21.3%), 디자인대학 36명(13.7%)순 이었다. 학생들의 영어수준은 중 151
명(57.4%)로 가장 많았으며, 하 96명(36.5%), 상 16명(6.1%)순이었다. 영어내신은 3-4등급이 173명(65.8%)으로 가
장 많았으며, 1-2등급 55명(20.9%), 5-6등급 35명(13.3%)순이었다. 토익성적은 400-500점대가 131명(49.8%)
로 가장 많았으며, 300점 이하 71명(27.0%), 600점 이상 61명(23.2%)순이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빈도

퍼센트

남학생

110

41.8%

여학생

153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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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디자인대학

36

13.7%

과학기술대학

56

21.3%

의료생명대학

67

25.5%

인문사회융합대학

104

39.5%

상

16

6.1%

중

151

57.4%

하

96

36.5%

1-2등급

55

20.9%

3-4등급

173

65.8%

5-7등급

35

13.3%

600점 이상

61

23.2%

400-500점대

131

49.8%

300점대 이하

71

27.0%

263

100.0%

영어수준

영어내신

토익성적

전체

3.2. 통계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21.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고, 교양영어 교육만족도 실태분석,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빈도 및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
다. 토익점수 사전-사후 차이는 대응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3. 강의표준화와 대표교수제
3.3.1. 사전-사후 모의토익점수
KUGEP1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여덟 반의 진단평가, 즉 3월초에 실시한 모의토익 점수와 KUGEP1을 수
강한 후 학기말 모의토익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평가 토익점수는 평균 426.03점이었으며, 사
후 토익점수는 평균 445.65점으로 교양영어를 수강한 후 평균 19.62점이 상승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표 5> 토익점수 사전-사후
구분
토익점수

240

평균

표준편차

사전

426.03

41.09

사후

445.65

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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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5.932

.000

3.3.2. 교양영어의 목표 및 기대감
교양영어의 목표 및 기대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양영어의 목표 및 기대감 항목 중 ‘토익 및 공
인점수 향상’이 평균 4.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어말하기 능력 향상’이 평균 4.12점, ‘전반적인 영
어능력 향상’과 ‘영어독해 능력 향상’이 평균 4.10점, ‘영어쓰기 능력 향상’이 평균 4.04점, ‘듣기연습을 통한 영
어회화 능력 향상’이 평균 4.01점이었다. 학생들이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목적은 토익 및 공인점수 향상이며 다
음으로 영어 말하기 능력향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교가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표 6> 교양영어의 목표 및 기대감
번호

항목

1

나는 전반적으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나는 듣기연습을 통한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나는 영어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나는 영어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나는 영어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6

나는 토익 및 공인점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구분

1a

2

3

4

5

응답

4

8

38

120

93

%

1.5

3.0

14.4

45.6

35.4

응답

5

13

40

121

84

%

1.9

4.9

15.2

46.0

31.9

응답

5

10

36

115

97

%

1.9

3.8

13.7

43.7

36.9

응답

4

11

41

101

106

%

1.5

4.2

15.6

38.4

40.3

응답

3

15

44

108

93

%

1.1

5.7

16.7

41.1

35.4

응답

3

9

28

98

125

%

1.1

3.4

10.6

37.3

47.5

평균

표준
편차

4.10

.87

4.01

.92

4.10

.91

4.12

.92

4.04

.92

4.27

.87

1a=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3.3. 학습지속 의향
학습지속 의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지속 의향 항목 중 ‘나는 영어수업이 힘들더라도 성공
적으로 학업을 끝마칠 것이다’ 가 평균 3.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는 향후에도 영어수업에 지속
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평균 3.86점, ‘나는 영어수업중 방해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평균 3.68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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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영어수업이 힘들더라도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7> 학습지속 의향
번호

항목

1

나는 영어수업중 방해하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2

나는 영어수업이 힘들더라도 성공적으로 학업을 끝마칠 것
이다.

3

나는 향후에도 영어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구분

1a

2

3

4

5

응답

2

12

88

126

35

%

.8

4.6

33.5

47.9

13.3

응답

2

12

59

135

55

%

.8

4.6

22.4

51.3

20.9

응답

1

18

57

129

58

%

.4

6.8

21.7

49.0

22.1

평균

표준
편차

3.68

.79

3.87

.82

3.86

.85

1a=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3.4. 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 효능감 항목 중 ‘나는 교양영어에서 다루는 기본개념을 이
해할 수 있다’가 평균 3.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는 교양영어에서 다루는 과제나 시험 등의 문제
해결을 잘 해낼 수 있다’가 평균 3.63점, ‘나는 교양영어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능을 실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평균 3.44점, ‘나는 교양영어에서 다루는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가 평균 3.36점, ‘나
는 교양영어수강 후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자신이 있다’ 가 평균 3.30점이었다. 학생들은 교양영어에
서 다루는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기 효능감
번호

항목

구분

1a

2

3

4

5

1

나는 교양영어수강 후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자신이 있다.

응답

11

36

108

78

30

%

4.2

13.7

41.1

29.7

11.4

2

나는 교양영어에서 다루는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응답

4

10

73

135

41

%

1.5

3.8

27.8

51.3

15.6

3

나는 교양영어에서 다루는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

응답

9

36

104

79

35

%

3.4

13.7

39.5 30.0

4

나는 교양영어에서 다루는 과제나 시험 등의 문제해결을
잘 해낼 수 있다.

응답

7

15

%

2.7

5.7

5

나는 교양영어 과목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능을 실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응답

8

28

99

97

31

%

3.0

10.6

37.6

36.9

11.8

1a=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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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3.3

107

44

34.2 40.7

16.7

평균

표준
편차

3.30

.98

3.76

.82

3.36

.99

3.63

.92

3.44

.94

3.3.5. 교양영어 강의구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교양영어의 강의구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양영어의 강의구성 및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 항목 중 ‘교양영어에서 부과된 과제의 양과 질은 적절하다’가 평균 3.95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현행 교양영어 강의 규모(수강인원수)는 적당하다’가 평균 3.87점, ‘교양영어 평가제도에 만족한다’
가 평균 3.79점, ‘현행 교양영어 강의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균 3.77점, ‘교양영어 구성 시간은 적절
하다’가 평균 3.67점, ‘현행 교양영어 강좌의 내용과 종류에 만족한다’가 평균 3.62점이었다. 학생들은 교양영어
강의구성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양영어에서 부과된 과제의 양과 질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고 있었지만, 현행
교양영어 강좌의 내용과 종류에는 가장 덜 만족하고 있었다.
<표 9> 교양영어 강의구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번호

항목

1

현행 교양영어 강좌의 내용과 종류에 만족한다.

2

현행 교양영어 강의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현행 교양영어 강의 규모(수강인원수)는 적당하다.

4

교양영어 구성 시간은 적절하다.

5

교양영어에서 부과된 과제의 양과 질은 적절하다.

6

교양영어 평가제도에 만족한다.

구분

1a

2

3

4

5

응답

7

17

81

121

37

%

2.7

6.5

30.8 46.0

14.1

응답

5

9

73

130

46

%

1.9

3.4

27.8

49.4

17.5

응답

3

12

58

132

58

%

1.1

4.6

22.1

50.2

22.1

응답

6

16

81

115

45

%

2.3

6.1

30.8

43.7

17.1

응답

5

8

48

137

65

%

1.9

3.0

18.3

52.1

24.7

응답

8

11

64

124

56

%

3.0

4.2

24.3

47.1

21.3

평균

표준
편차

3.62

.90

3.77

.84

3.87

.84

3.67

.91

3.95

.85

3.79

.93

1a=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3.6. 교양영어 학습만족도
교양영어 학습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양영어 학습만족도 항목 중 ‘교수님은 학생들의 질문
에 성실히 답했다’가 평균 4.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수님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했다’가
평균 3.87점, ‘교수님은 수업준비가 철저했다’가 평균 4.27점, ‘교수님의 강의방법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평
균 4.04점, ‘교수님은 과제 및 퀴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셨고 나는 이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평균 4.02
점, ‘강의는 전반적인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가 평균 3.78점, ‘강의는 영어학습의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었다’가 평균 3.76점, ‘강의가 나의 학습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가 평균 3.62점이었다. 학생들은 교
양영어 학습만족도 중 학생의 질문에 교수가 성실히 답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고 있었으며, 강의가 학생
의 학습목표를 성취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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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교양영어 학습만족도
번호

항목

1

강의가 나의 학습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교수님의 강의방법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

교수님은 과제 및 퀴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셨고
나는 이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

교수님은 수업준비가 철저했다.

5

교수님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했다.

6

교수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7

강의는 전반적인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8

강의는 영어학습의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었다.

구분

1a

2

3

4

5

응답

7

17

88

108

43

%

2.7

6.5

33.5

41.1

16.3

응답

2

8

48

124

81

%

.8

3.0

18.3

47.1

30.8

응답

2

3

62

117

79

%

.8

1.1

23.6

44.5

30.0

응답

2

3

36

103

119

%

.8

1.1

13.7

39.2

45.2

응답

1

2

37

97

126

%

.4

.8

14.1

36.9

47.9

응답

1

2

31

100

129

%

.4

.8

11.8

38.0

49.0

응답

5

14

79

101

64

%

1.9

5.3

30.0

38.4

24.3

응답

6

21

75

90

71

%

2.3

8.0

28.5

34.2

27.0

평균

표준
편차

3.62

.92

4.04

.83

4.02

.81

4.27

.80

4.31

.77

4.35

.75

3.78

.94

3.76

1.01

1a=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3.7. 교양영어 수업에 대한 제언
① 교양영어 수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제언
교양영어 수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양영어 수업의 목적과 필요성 중 대
화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공인 영어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은 25.1%로
2순위였다. 그 밖에 전공공부를 위한 기초가 23.2%로 3순위, 대학생으로서 교양과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이
22.1%로 4순위, 취업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 30.4%로 5순위였다. 학생들은 의사소통 능력과 공인영어시험 향
상을 교양영어 수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교양영어 수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제언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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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인원수

44

43

74

76

26

263

%

16.7

16.3

28.1

28.9

9.9

100.0

인원수

41

57

66

48

51

263

%

15.6

21.7

25.1

18.3

19.4

100.0

인원수

53

48

61

51

50

263

%

20.2

18.3

23.2

19.4

1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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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5순위

인원수

58

50

43

56

56

263

%

22.1

19.0

16.3

21.3

21.3

100.0

인원수

67

65

19

32

80

263

%

25.5

24.7

7.2

12.2

30.4

100.0

① 전공공부를 위한 기초적인 것
② 대학생으로서 교양과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
③ 공인 영어시험에 도움이 되는 것
④ 대화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것
⑤ 취업준비를 하기 위한 것

② 교양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는 영역
교양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는 영역에 대한 순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양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는 영역 중 말하기는 36.1%로 가장 많았으며, 듣기는 34.2%로 2
순위였다. 읽기는 32.7%로 3순위였고, 쓰기는 39.2%로 4순위였다. 문법은 32.3%로 5순위였고, 통합은 43.0%
로 6순위였다. 학생들은 교양영어에서 말하기와 듣기, 즉 구어영어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통
합교육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교양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는 영역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구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

통합

합계

인원수

73

23

95

6

17

49

263

%

27.8

8.7

36.1

2.3

6.5

18.6

100.0

인원수

90

52

69

16

26

10

263

%

34.2

19.8

26.2

6.1

9.9

3.8

100.0

인원수

63

86

29

32

33

20

263

%

24.0

32.7

11.0

12.2

12.5

7.6

100.0

인원수

19

46

31

103

34

30

263

%

7.2

17.5

11.8

39.2

12.9

11.4

100.0

인원수

10

39

21

67

85

41

263

%

3.8

14.8

8.0

25.5

32.3

15.6

100.0

인원수

8

17

18

39

68

113

263

%

3.0

6.5

6.8

14.8

25.9

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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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양영어 체재구성 및 시행방식에서 중요한 순위
교양영어 체재구성 및 시행방식에서 중요한 순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양영어 체재구
성 및 시행방식 중 수업 종류의 다양화가 33.5%로 1순위, 다양한 비교과운영이 30.4%로 2순위였다. 전공 관
련 교양영어 수업운영이 26.6%로 3순위, 과목당 인원수 축소가 9.1%로 4순위, 수업시수의 확대가 9.1%로 5
순위였다. 학생들은 교양영어 체재구성 및 시행방식 중 수업 종류의 다양화와 개인차를 고려한 비교과 운영을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나타났다.
<표 13> 교양영어 체재구성 및 시행방식에서 중요한 순위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합계

인원수

24

83

88

17

51

263

%

9.1

31.6

33.5

6.5

19.4

100.0

인원수

22

74

80

27

60

263

%

8.4

28.1

30.4

10.3

22.8

100.0

인원수

47

54

60

32

70

263

%

17.9

20.5

22.8

12.2

26.6

100.0

인원수

58

36

29

97

43

263

%

22.1

13.7

11.0

36.9

16.3

100.0

인원수

112

16

6

90

39

263

%

42.6

6.1

2.3

34.2

14.8

100.0

① 과목당 인원수 축소
② 보충반 운영 등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비교과 운영
③ 수업 종류의 다양화
④ 수업 시수의 확대
⑤ 전공 관련 교양영어 수업운영

246

세션 5 의사소통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

4. 결론
2014년에 개편된 본교의 교양영어 KUGEP를 3년 6개월 운영한 결과, 학생들은 KUGEP1과 2를 1년 동안
수강한 후 실시한 모의토익 성적에서 1년 만에 그들의 영어실력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KUGEP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의 4가지 영역을 각각 익히고, 토익 등 공인영어 시험에 노출하도록 함으
로써 실용적인 영어공부와 공인영어 성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KUGEP1,2 수업 후 학생들의 공인
영어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잘 다듬어서 학생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프로그램으
로 운영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교양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요구는 해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지만 2019년 1학기 KUGEP1 운영결
과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는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본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고등
학교 영어 내신 성적 3-4등급의 학생들로서 자신의 영어수준을 중간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양
영어를 수강하는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과 공인영어 시험성적 향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영어의 4대
영역가운데서 말하기와 듣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를 원했다. 이것은 학생들의 요구가 실용적인 영어공부를
원한다는 것이다.
본교의 KUGEP1-4는 일반영어 영역인 언어의 4기능을 각각 중점적으로 다루며 모든 KUGEP는 공인영어
부분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양영어가 학생들의 요구데로 말하기와 공인영어 성적향상을 위한 부분을 중
점적으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학생들이 전공진입을 제대로 하여 심도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도 중요한 부분이다. 즉, 읽기와 쓰기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학생들에게 이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면서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교양영어에서 다루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등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영어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 학생들은 교수가 학생의 질문에 성실히 답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지만 강의가 학
생의 학습목표를 성취하는데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영어 학습목표를 의사소통 능력과 공
인성적 상승이라고 언급하였다.
KUGEP가 학생들의 학습목표를 성취하는데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구어영어 향상과 공인
시험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생들의 요구에 대하여 KUGEP 수업구성이나
운영방식 등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지만, 학생들에게 본교의 KUGEP에 대한 인식을 제
대로 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KUGEP1-4는 각각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어의 영역이 있고, 토익은 부분적
으로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KUGEP를 토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다. 토익이 평가에 포함되
고 그들이 학점을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업내용에 대한 불만사항은 교양영어의 방
향설정에 중요하게 작용해야할 것이다. 교양영어가 대학영어이니 현행처럼 아카데믹하면서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수업내용을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종류를 다양화할 것과 개인차를 고려한 비교과수업을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에는 영어관련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산재해있고, 교양대학에도 KUGEP와 연계된 3개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KUGEP 본 수업을 기준으로 이 수업을 수강하기에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영어
튜터링, 본수업은 물론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KU영어점프와 KU TALK을 기숙사연계 방과후 교육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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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여, 학생들이 더 많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을 더욱 끌어내어 더욱 효율적인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내외 상황, 즉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교과목 절대평가, 수시입학생의 증가,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
하여 학생들의 기초학업능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입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영어실력은 매우 낮으며 이들을 향상시켜줄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
1학년 학생들의 영어성적은 KUGEP가 실시되기 이전인 2013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KUGEP를 포함하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2014년부
터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토익성적상승이 보여주듯이 그들의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켰고 면
학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지식탐구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정
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는 말하기와 공인시험 등 실용적인 부분이며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기초적
인 영어능력도 향상시켜야할 책임이 있다. 본교의 KUGEP를 포함한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요구와 학
교가 감당해야할 책임을 인식하면서 보다 진화한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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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배재대)
본 연구의 목적은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교양영어 프로그램 KUGEP의 현황과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
로 학생들의 반응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문지를 활용한 논문이다. 교양영어 프로그램 KUGEP는 개발 및 시
행 초기에서부터 학교 예산과 정책 등 교내 여건에 따라 수정을 거듭하며 학생들 역량 향상을 위해 발전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교양영어 수강 학생들의 만족도와 요구를 분석하여 차후 교양영어 편성을 도모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며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설문지를 활용한 본 논문에서 아쉬운 것은 설문지를 통해 학
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학생들의 표면적인 의견을 듣는 데 그칠 수 있어 심층 인터뷰 등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했으면 더 실제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다양한 설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의
견을 청취하여 결론을 제시하며 KUGEP의 발전과 수업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자의 노력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연구 내용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모의토익 성적에서 1년 만에 그들의 영어실력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결과에 제
시하였다. 그런데 비교군이 없어 이 결과가 KUGEP 수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학습을 하면
당연히 학습 효과가 나타나므로 비교군을 두어 실험군과 비교하면 어떠하였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점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KUGEP 수업은 영어의 4가지 영역을 각각 익히고, 토익 등 공인영어 시험에 노출하도록 함으로써 실
용적인 영어공부와 공인영어 성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수업의 4가지 영역은 토익 등 공인영
어 시험과는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르므로 필요성은 인식할지 모르나 영어 수업의 4가지 영역을 익히고 그 효과
를 토익시험으로 보는 것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학생들은 자신들의 영어 학습목표를 의사소통 능력과 공인성적 상승이라고 언급하였고 교양영어에 대
한 만족도 부분에서 학생들은 강의가 학생의 학습목표를 성취하는데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즉 그들이 요구하
는 구어영어 향상과 공인시험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가 공인영어인 토익 실력 양성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대면했을 연구자의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자의 연구가 계속 발전하여 의미있는 결과들과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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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
– 고려대학교 <글쓰기> 교과목을 중심으로

장미정, 황정현, 오현화, 김혜령, 김정숙(고려대)

1. 서론
본 발표는 고려대학교 공통교양 <글쓰기>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연구를 통해 설정한 교육 내용
과 교육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글쓰기 교육은 대학이라는 학문적 담화공동체에 어울리는 글쓰기 능력을 키움으로써 의사소통능력
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실용성과 실효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의 국어 교육
은 과거 자료 독해 중심의 ‘교양국어’, ‘대학국어’에서 인문 소양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글쓰기를 익히는 ‘사고와표현’ 성격의 과목으로 변화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비판적 사고력 향
상과 학업 글쓰기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2004년부터 공통교양 <사고와표현>을 운영해 왔다. 2014년에는 해당
과목의 교재를 새로 편찬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점차 도구 과목의 성격이 강조되고 학습 환경이 변화하면서, 학습자에게 필요
한 문식력 역시 초점이 이동하였다. 특히 2010년경부터는 글쓰기가 학문 수행의 도구이자 졸업 이후 사회적 직
무 수행 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대학 글쓰기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쓰기’ 자체를 중심으로 교
육과정이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노명완, 2010: 12). 이에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는 <사고와표현> 과목
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준비 과정을 거쳐 2018년 <글쓰기>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본 발표는
<글쓰기> 교과목의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해당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 및 원리
과거 대학의 국어 교육은 ‘교양국어’ 또는 ‘대학국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인문 소양 기르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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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자료 읽기를 토대로 작문을 함께 지도해 온 것이다(허재영, 2009; 조미숙, 2014). ‘작문’은 독해에 따른 활
동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글쓰기 교수법 등을 토대로 한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허재
영, 2009; 노명완, 2010; 정희모, 2010).

21세기 들어 정보화 시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각 대학은 ‘읽기’
와 ‘쓰기’를 분리하거나 ‘쓰기’에 해당하는 과목을 신설하는 등,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국어 교육을 개편하는 경향을 보였다(허재영, 2009). ‘국어의사소통능력’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사고와 표현’ 등의 글쓰기 교양과목이 개설되었다.
이는 과거 독해 중심의 국어 교육이나 수사적 기술 위주의 작문 교육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었으나, 시간
이 지나면서 교육 내용의 실용성과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점차 제기되었다. 특히 교육 목표와 범위가 막연하다는
점,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지양(2009)은 대학을 구성하는 담화공동체
의 관습은 계열과 전공 별로 차이가 있어 “교양 단계에서는 해당 공동체의 담화관습과 사고 유형을 모두 만족
스럽게 해결해 주기는 어렵”(이지양, 2009: 200)다고 보았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을 전공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거
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만희(2009)는 기존의 ‘교양과목 글쓰기’만으로 대학 수준의 학업 수
행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가, 또한 ‘글쓰기’를 교육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력’이 실제로 함양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글쓰기 교육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학에서 쓰기 교육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창의적 학문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비로소 인식”(정희모, 2010: 42)되고 “국어 교육의 본질은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의미 구성이나 전달 방식인 언어
사용법에 중점을 두는 것”(조미숙, 2014: 156)이라는 견해가 부각되었다. 각 대학에서는 전문적, 본격적으로 글
쓰기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학 국어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여 ‘글쓰기’를 전면에 내세운 교
과 과정을 마련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지식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 즉 ‘내용 구성’ 교육을 중시하던 관점에
서 벗어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에 효과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
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일반적 목표는 대학 수준의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식력, 특히 글의 내용을 구
성하고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며(정희모, 2010), “대학의 학문 활동에 필요한 쓰기 능력을 함양시
키고자 하는”(정희모, 2015: 7) 것이다. 대학은 학문적 담화공동체로서 특유의 성격을 지닌다. 대학 구성원으로
서 학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표현 능력, 구체적으로는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에서 글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중등교육 수준에서 통용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므로, 대학에서는 학문적 담화공동체의 관습에 적합한 글쓰기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원진숙, 2005; 원만
희, 2009; 이윤빈, 2015).

그러나 전공 계열과 분과에 따라 학술적 글쓰기의 세부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글의 내용 구성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교양과목’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교양과목 글쓰기’에서는 ‘소통 목적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도구 과목의 성격과 역할이
다. 쓰기의 결과인 글 자체보다는 쓰는 ‘과정’, ‘필자-독자-의사소통의 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글
을 생산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과정 중심’의 글쓰기를 훈련하고 체화함
으로써, 학습자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토대 능력을 함양하고 자신의 학문적 담화공동체 관습에 적합한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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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능동적으로 탐색해 나갈 수 있다.

2.2. 국내 대학의 대학 글쓰기 교과목 운영 현황
대학 글쓰기 교과목의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곽경숙, 2009; 나은미, 2008;정희모, 2005)는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희모(2010: 43)는 대학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을 교육 철학과 방법이 불분명하며, 교육 내
용이나 교재 개발 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나 지식 부족에서 찾고 있다. 최근 각 대학은 기존 글쓰기 교
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전통적인 수사학적 글쓰기 교육을 지양하고, 비판적 문식성과 표현주의적 관
점의 글쓰기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각 대학은 글쓰기 교육 목표 및 방향성을 확립하
고, 그에 맞는 글쓰기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비교적 글쓰기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경
희대학교를 중심으로 글쓰기 교육 및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최근 달라진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 및 방향성
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각 대학의 글쓰기 교과목 개설 현황1)에 대해 알아보고, 그 후 교육 목표 및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각 대학의 대학 글쓰기 교과목 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각 대학의 대학 글쓰기 교과목 개설 현황2)
과목명

이수
구분

학점

수강
인원

<대학글쓰기>1

필수

2(3)

25

■ 단과대별 분반
■ 피드백: 담당 교수자 및 첨삭 조교

대학글쓰기2 :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

필수

2(3)

25

■ 단과대별 택1 지정 수강
■ 단과대별 분반

연세대학교

<글쓰기>

필수

3(3)

28

■ 자율 수강
■ 피드백: 담당 교수자 및 전담 튜터

서강대학교

<인문사회 글쓰기>
<자연계 글쓰기>

필수

3(3)

40

■ 계열별 택1 지정 수강
■ 단과대별 분반
■ 피드백: 담당 교수자 및 독후감 전담 조교

<글쓰기>1

필수

2(3)

25

■ 자율 수강
■ 피드백: 담당 교수자

<글쓰기>2

필수

2(3)

30

■ <글쓰기>1 선 수강 후 이수 가능
■ 자율 수강
■ 피드백: 담당 교수자

대학명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비고

1) 이
 절에서는 선택 교양으로 개설된 글쓰기나 계열별 심화 글쓰기는 제외하였으며, 필수 공통교양으로 개설된 글쓰기 교과목
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 각
 대학의 글쓰기 교과목 개설 현황, 교육 목표 및 내용은 주관 대학(부서)의 홈페이지 참조 및 유선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
다. 각 대학 관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http://liberaledu.snu.ac.kr/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https://universitycollege.yonsei.ac.kr/fresh/index.do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http://wholeperson.sogang.ac.kr/index.do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http://wholeperson.sogang.ac.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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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경희대는 글쓰기 교과목을 1, 2로 나누어 2과목 수강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연세대와 서강대는
1과목 수강을 필수로 하고 있다. 각 대학 글쓰기 수업은 1학년 권장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희대의 경우
<글쓰기>1 선 수강 후, <글쓰기>2를 이수할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대학글쓰기>1는 1학년 공통 수강인 반면,
<대학글쓰기>2는 단과대별로 <인문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기>, <과학과기술글쓰기> 중 1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서강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로 나누어 글쓰기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 방식의 경우 서울대와
서강대는 단과대별로 분반 개설이 되며, 연세대와 경희대는 자율 수강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강인원의 경우 서
강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명 이내의 수강인원 제한을 두어 소규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덧붙여, 4개 대학
모두 첨삭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경희대를 제외하고는 첨삭 조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4개 대학 글쓰기 교과목 운영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대학 글쓰기 교육과 비교하면 수강인원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담 교원 확보를 통해 글쓰기 교과목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 참여와 실
습 중심의 능동적 글쓰기 교육을 위해, 첨삭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각 대학의 글쓰기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
대학명

교육 목표

서울대학교

- 학문 활동에 필요한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읽기 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각 학문 분야의 지식 창조 및 공유를 위한 표현 능력 형성

연세대학교

- 글쓰기를 통한 학술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한 글쓰기 역량 신장

서강대학교

-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 계발

경희대학교

- 쓰기를 통한 자아와 타자에 대한 성찰적 태도와 관계 재정립
- 다양한 주제를 비판적이고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안목으로 표현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는 크게 ‘기초 교양 습득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학문공동체 진
입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의사소통적 글쓰기’(이순영, 김주환, 2014: 138-139)로 나
눌 수 있다. 각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의 기본이 되는 사고력과 자기
표현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글쓰기 교육 목표를 반영한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대학의 글쓰기 교재 및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각 대학의 대학 글쓰기 교재 및 교육 내용
대학명

교재명

교재의 목차

서울
대학교

<대학글쓰기>1
(서울대학교 대학글쓰기1
교재편찬위원회, 2019)

연세
대학교

<비판적 읽기와 소통의
글쓰기>
(유광수 외 4인, 2013)

■ 1부 읽기의 방법
■ 2부 쓰기의 방법
■ 3부 읽기와 쓰기의 실제

■ 읽기: 다
 양한 매체와 문학작품을 통해 텍스트 분석
및 비판적 독해

서강
대학교

<읽기와 쓰기>
(서강대학교 교양국어
교재편찬위원회, 2011)

■ 제1부 어휘·문장·문단
■ 제2부 요약·확장
■ 제3부 글의 구성·전개

■ 읽기: 다양한 글을 읽고 요약 및 해석하기

■ 제1부 대학 생활과 글쓰기
■ 제2부 글쓰기의 과정
■ 제3부 글쓰기의 방법
■ 제4부 글쓰기의 실제

교육 내용

■ 글쓰기 윤리, 글쓰기 과정 및 방법, 장르 글쓰기

■ 쓰기: 다양한 문제를 토론을 통해 글로 표현하기

■ 쓰기: 글쓰기 구성 방식 습득을 통한 학술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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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글쓰기: 나를 위한
글쓰기>
(경희대학교 글쓰기교과
교재편찬위원회, 2012)

■ 1장 글쓰기란 무엇인가.
■ 2장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
■ 3장 글쓰기의 전략과 기술
■ 4장 사회를 성찰하는 글쓰기
■ 5장 글쓰기의 윤리

■ 글쓰기 윤리, 다양한 글쓰기 전략과 기술 습득을
통한 성찰적 글쓰기

<대학 글쓰기: 세계와 나>
(경희대학교 글쓰기교과
교재편찬위원회, 2013)

■ 제1장 생각의 발견
■ 제2장 논리적 글쓰기
■ 제3장 글쓰기 전략
■ 제4장 소논문 작성법
■ 제5장 사회적 글쓰기
■ 제6장 장르별 글쓰기

■ 장르 글쓰기 및 소논문 작성법

경희
대학교

각 대학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학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글쓰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쓰
기를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초 글쓰기 교육 내용으로 글쓰기의 중요성, 글쓰기
윤리, 글쓰기 과정(계획하기-집필하기-수정하기), 문장 쓰기 및 서술 방법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세대와 서
강대가 경우 읽기와 쓰기 분야를 나누어 교육하고 있으나, 비판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대학 수학 능력에 필요한
글쓰기를 교육하고 있다는 데는 차이가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대학들은 과정 중심 글쓰기 교육을 기반으로, 장르 글쓰기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
대와 경희대를 제외하고는 각 대학이 한 학기 수업만으로 기초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서울
대의 <대학글쓰기>2의 경우, 기초 글쓰기 교육보다는 계열별 심화글쓰기 성격이 강하다. 각 대학의 이러한 글
쓰기 교육과정은 한 학기 동안 수행하기에는 많은 양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준별·단계별 글쓰기 교육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 교재에서는 문장 쓰기와 글쓰기 서술 방법과 같은 글쓰기 수사법
에 대한 교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자
의 글쓰기 수준을 고려한 실제적인 글쓰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내용 개발과 검토가 필요하다.

3. 고려대의 대학 글쓰기 교육 현황 및 교육 요구 조사
교육과정 개발 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요구 분석, 목표 설정, 교육내용 선정, 교육내용 조직, 단
원 구성, 모의 실행, 수정 보완, 본격 실행, 평가 및 평가 정보에 의한 개선”이다(홍후조, 2011: 164). 본 장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고려대의 대학 글쓰기 교육 현황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
쓰기 수업에 관한 요구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3)

3.1. 고려대의 대학 글쓰기 교과목 개편 전 교육 현황
2017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고려대에서 개설되었던 대학 글쓰기 과목은 <사고와표현Ⅰ>과 <사고와 표현

3) 본 연구진은 홍후조(2011)에 제시된 단계에 따라 요구조사부터 평가 정보에 의한 개선 과정까지의 단계 거쳐 대학 글쓰기 교
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3장에서는 요구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4장에서는 설정한 교육의 목표와 교육내용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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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였다. 고려대학교 교육정보4)에 제시된 두 교과목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와 표현Ⅰ [2학점(2시수)] <사고와 표현>은 체계적인 ‘글쓰기’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과목이다. 글쓰기
의 훈련에 ‘고전 읽기’를 연계하여, 깊이 있는 사고력과 자기 표현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고와 표현
Ⅰ은 ‘글쓰기의 기초’로서, 전교 공통의 과정으로 1학년 1학기에 운영된다.
사고와 표현Ⅱ [2학점(2시수)] <사고와 표현>은 체계적인 ‘글쓰기’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과목이다. 글쓰기
의 훈련에 ‘고전 읽기’를 연계하여, 깊이 있는 사고력과 자기 표현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고와 표현
Ⅱ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영역별로 전문화된 글쓰기 훈련을 지향하며, 1학년 2학기에 운영된다. 인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해당 분야의 다양한 읽기 자료와 글쓰기를 연계하고, 토론
을 심화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와표현Ⅰ>과 <사고와 표현Ⅱ>는 학부 신입생으로 대상으로 개설된 대학 글쓰기 교
과목이다. 두 과목은 졸업 전 필히 이수를 해야 하는 공통교양 교과목으로, 수강생들은 1학기와 2학기에 나누
어 각 과목을 이수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각각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사고와표현Ⅰ>에서는 계열과 상관없이
대학 글쓰기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사고와 표현Ⅱ>에서는 계열별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읽고 글
쓰기나 토론 활동을 함을 알 수 있다.

3.2.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고려대 학습자의 교육 요구 조사
본 연구에서는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대학 글쓰기 교과목
인 <사고와표현Ⅱ>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설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4> 설문 조사 문항
범주
학습자 정보

교육내용

세부 문항
- 학년
- 계열
- 주로 수행하는 글쓰기 과제
- 대학 글쓰기 교과목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
- 첨삭의 필요성

첨삭

- 선호하는 첨삭 횟수
- 선호하는 첨삭 방법

기타

- 교과목 관련 자유 의견

4) 과
 목의 개요는 ‘고려대학교 교육정보’(http://registrar.korea.ac.kr/registrar/etc/curriculum_profiles.do)에 게시된 ‘2017
학년도 교양 교과목 교수요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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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한 학습자는 총 322명으로 <표 4>와 같이 1학년의 비율이 8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학년 8.1%, 3학년 7.1%, 2학년 1.6% 순이었다. 또한 응답에 참여한 학습자 비율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
26.7%, 인문 24.5%, 자연 19.9%, 사회 19.6%, 예체능 9.3%로, 예체능을 제외한 각 계열의 대상자가 20% 내
외로 고루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응답 학습자 정보
학년

빈도(명)

비율(%)

계열

빈도(명)

비율(%)

1학년

268

83.2

인문

79

24.5

2학년

5

1.6

사회

63

19.6

3학년

23

7.1

공학

86

26.7

4학년

26

8.1

자연

64

19.9

예체능

30

9.3

합계

322명(100.0%)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들에게 교양이나 전공을 막론하고 가장 많
이 수행하는 한국어 글쓰기 과제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 문항은 최대 3개까지 중복 선택을 허용하였으
며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주로 수행하는 글쓰기 과제5)
주로 수행하는 글쓰기 과제

빈도(명)

비율(%)

에세이(예: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밝히기)

211

32.2

요약 및 논평(예: 텍스트를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 밝히기)

105

16.0

비평 및 감상(예: 작품이나 사회 현상을 분석, 해석, 평가하기)

126

19.2

조사 보고서

58

8.8

실험/실습 보고서

74

11.3

계획서/제안서

8

1.2

논문

43

6.6

문제풀이(수식)

28

4.3

기타

3

0.5

합계

656

100.0

위의 <표 6>을 보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글쓰기 과제는 에세이가 32.2%, 비평 및 감상이 19.2%,
요약 및 논평이 16.0% 순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주로 배우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 문항 역시 최대 3개까
지 중복 선택을 허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주로 수행하는 글쓰기 과제를 계열별로 살펴보았을 때, 인문계는 에세이(39.3%)와 비평 및 감상(23.2%)을, 사회계는 에세이
(29.5%)와 요약 및 논평(19.7%)을, 공학계는 에세이(27.9%)와 실험/실습 보고서(21.5%)를, 자연계는 실험/실습 보고서(27.3%)
와 에세이(25.0%)를, 예체능계는 에세이(48.1%)와 비평 및 감상(30.8%)을 주로 쓴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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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주로 배우고 싶은 내용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주로 배우고 싶은 내용

빈도(명)

비율(%)

글쓰기 이론(예: 글쓰기 목적, 글쓰기 윤리 등)

49

6.7

글쓰기 과정(예: 계획하기, 집필하기, 수정하기 등)

104

14.2

글쓰기 기술(예: 대조, 인용, 서사 등)

117

16.0

실용적 글쓰기(예: 보고서, 감상문, 자기소개서 등)

190

26.0

비판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6)

123

16.8

고전 강독 및 글쓰기

23

3.1

독서 토론

44

6.0

주제 토론

62

8.5

발표

17

2.3

기타

2

0.3

합계

731

100.0

<표 7>을 보면 학생들은 실용적 글쓰기에 대한 학습 요구가 26.0%로 높았으며, 비판적 글쓰기에 대한 요구
는 16.8%, 글쓰기 기술은 16.0%, 글쓰기 과정은 14.2%로 응답하였다. 이를 볼 때 학습자들은 장르별 글쓰기에
대한 요구가 높고, 글쓰기 세부 기술 및 과정 등에 대한 교육 요구 역시 고루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내용 외에 글쓰기 수업에서 필수적인 첨삭(피드백)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
악하고자 다음의 질문을 하였다. 먼저 첨삭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자들은 95.6%가 첨삭은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응답자의 60.3%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 글쓰기 과목에서 첨삭의 필요성
첨삭의 필요성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1.6

별로 필요하지 않다

9

2.9

조금 필요하다

110

35.3

매우 필요하다

188

60.3

합계

312

100.0

한 학기에 첨삭 받는 과제의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몇 번이 적합할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3회가 23.2%였다.
<표 9> 글쓰기 과목에서 선호하는 첨삭 횟수
선호하는 첨삭 횟수

빈도(명)

비율(%)

1회

41

13.2

2회

160

51.6

3회

72

23.2

6) 선택지에는 글쓰기 교육 내용과 글의 장르 및 특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층위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응답자가 글쓰기 전문가가
아닌 대학 학부생임을 고려해 직관적으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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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이상

32

10.3

기타

5

1.6

합계

310

100.0

또한 글쓰기 과제를 첨삭 받을 때는 어떤 방식이 적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면 피드백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 시간을 활용한 대면 피드백이 31.8%였다.
<표 10> 글쓰기 과목에서 선호하는 첨삭 방식
선호하는 첨삭 방식

빈도(명)

비율(%)

서면 피드백

133

41.8

수업 시간을 활용한 1:1 대면 피드백

101

31.8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한 1:1 대면 피드백

47

14.8

강의식 전체 피드백

33

10.4

기타

4

1.3

합계

318

100.0

그리고 어떤 사항을 중심으로 과제의 첨삭을 받고 싶냐는 질문에는 글의 구성과 논지 전개라고 응답한 비
율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문장이나 표현이 24%였다.
<표 11> 첨삭 시 중점 사항
첨삭 시 중점 사항

빈도(명)

비율(%)

글의 장르별 특성과 문체

24

6.7

핵심 사항에 대한 사고력(독창성과 창의성)

36

10.1

글의 구성과 논지 전개

210

58.7

문장이나 표현

86

24.0

기타

2

0.6

합계

358

100.0

이상의 첨삭에 대한 학습자 의견을 정리해 보면, 학습자들은 첨삭은 필요하며 한 학기에 2~3회로 서면 피
드백이나 개인적 대면 첨삭을 받는 것을 선호하였고, 글의 구성과 논지 전개를 중심으로 첨삭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았다.
설문 마지막에는 학습자들이 평소 글쓰기 과목인 <사고와표현Ⅱ> 수강하며 느낀 점에 대해 자유 의견을 작
성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먼저 ‘글쓰기 과목의 효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글쓰기 과목 수강
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마음가짐과 과목을 수강하면서 타 강의 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껴 정말 유
익한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글쓰기 위주가 아닌 사고력 확장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도 의미 있었고,
현재 배우는 논문 작성법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글쓰기 방
식과 문장 활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라는 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은 글쓰기 교과목을
통해 글쓰기 능력이 함양되었고, 타 과목의 과제 수행력이 향상되었으며 사고력이 확장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글쓰기 수업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글쓰기
이론보다는 참여형 활동이 글을 배우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글 쓰는 횟수가 많았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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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점을 볼 때 학습자들은 글쓰기 수업이 실용적이며 실습 위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사고와표현 평가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성적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
을 때 있음”, “평가 기준을 잘 모르겠다. 확실하게 어떠한 점을 평가할지 미리 공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글쓰기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 외에도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의견을 제시하였던 부분은 글쓰기 수업에서 ‘담당 교
수자에 따른 수업 편차’에 대한 것이다. 학습자들은 “다 같은 글쓰기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마다 수업 내
용의 차이가 큽니다.”, “필수 수업이지만 교수님마다 수업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다른 게 아쉽다.”,
“교수님마다 수업방식이 너무 다르다. 좀 통일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본 교과
목이 공통교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업 내용의 균질화와 수업 운영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설문 내용을 통해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학습자 의견을 정리해 보면, 학습자들은 글쓰기 교육에 대한 효
용을 몸소 체험하고 교육의 효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장르 중심의 실용적 글쓰기 중심의 수행과
매 학기 2~3회의 첨삭이 제공되기를 요구하였다. 특히 대학 글쓰기 수업이 좀 더 실습 위주로 진행되고 공통교
양 교과목으로서 교육내용과 평가 방식이 표준화되어 제공되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고려대 <글쓰기> 교육과정
고려대 학생들의 글쓰기 수업에 관한 요구조사 결과를 종합·반영하여 2018년 1학기부터 새로운 고려대
<글쓰기> 과정이 개발·운영되었다. 이 장에서는 고려대 <글쓰기> 교과목의 주요 특징과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4.1. 고려대 <글쓰기> 교육과정의 특징
<글쓰기> 교과목은 학습자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지성인으로서의 학문적 토대를 쌓기 위한 교양 교
육이자 도구적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이에 따른 <글쓰기> 교과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고려대 <글쓰기>는 학문적 글쓰기를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의 단계별 글쓰기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
였다. <글쓰기> 교과목의 이와 같은 성격은 학생들에게 공개되는 수업 정보 중 과목 개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 <글쓰기> 과목 개요
<글쓰기>는 ‘글쓰기의 기초’를 훈련하는 과목으로, 대학 수학 능력의 기본이 되는 사고력과 자기 표현
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글쓰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
쓰기를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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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개요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글쓰기>는 학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글쓰기, 즉 대학 보고서로 대표되
는 학문적 글쓰기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이다. 글쓰기를 위한 자료 조사, 주제 및 소재 선정, 내용 구성, 집
필, 퇴고 등 글쓰기의 각 단계를 이론 수업을 통해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글쓰기 실습을 통해 체득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대학의 교양 교육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글쓰기>
는 대학 수학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글쓰기의 기초를 다루어, 이후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학문적 글쓰기
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학습자 요구조사에서 학생들은 전공, 교양에 관계없이 과제로 에세이(32.2%), 비평 및 감상(19.2%), 요약 및 논
평(16.0%)을 가장 많이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가운데 비평 및 감상, 요약 및 논평은 특정 주제에 대한 학
습자의 시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분석적·비평적 글의 양식으로, 대학보고서의 형식으로 접하게 되는
과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평 및 감상, 요약 및 논평을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대학 보고서의 체계, 내
용, 작성 요령을 1학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이후 대학 생활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대 <글쓰기>는 학업에 요구되는 학문적 글쓰기의 단계별 특징을 이해하고, 실습
을 통해 이를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둘째, 학업 글쓰기 외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요구조사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학보고서 외에 학생들이 과제로 수행한다고 답한 비중이 높은 글의 유형은 에세이였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에세이는 다양한 과목에서 과제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학업 외 일상생
활이나 취업 준비 등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접하게 되는 글쓰기 유형이다. 따라서 에세이의 특성에 대해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보다 깊은 성찰로 연결하여 에세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
을 설계하였다.
교과 과정 초반에 에세이를 배치하였다면, 후반에는 ‘다양한 글쓰기’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보다 다양한 글
쓰기 경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글쓰기’는 각 분반별 특성에 따라, 교수자가 자유롭게 부과하는
글쓰기 과제이다. 릴레이 글쓰기, 서사문, 방송 대본, 요약문, 시나 소설 등 분반 상황과 학습자들의 요구에 따
라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가 진행된다.
셋째, 분반별 교육 내용을 통일하여 <글쓰기>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균질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학습자 요구조사 결과 <글쓰기>의 전신인 <사고와표현Ⅰ,Ⅱ>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갖고 있던 불만의 많
은 부분이, 분반별 교육 내용의 현격한 차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불만
을 해소하고 학습자의 학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내용을 통일하고, 그에 맞는 교안 및 교육 자료를 제
작하여 교수자에게 제공하였다. 실제 수업 진행에서도 제공된 교안의 내용을 준수하여 수업 및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관리에 힘써,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균질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글쓰
기>는 1학년 학생들이 모두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공통교양이므로 분반별 교육 내용의 편차가 크다면 공
통교양으로서 <글쓰기> 교과목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고, 학생들 역시 교과목 수강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글쓰기> 교과목은 교수자에게 통일된 교안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이후 수업 진행 시에
는 엄격한 교육과정 관리를 통해 <글쓰기>의 수업 내용을 표준화하였다.
넷째, 첨삭을 통한 개별 지도를 강화하였다. <글쓰기>는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과목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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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보고서의 작성 과정을 실습을 통해 익히는 것을 주요한 교과목의 목표로 삼고 있다. 글쓰기 실습에서 수
강생들이 직접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작성한 글에 대한 피드백이다. 학습자 요구조사에서도 학생
들은 자신이 쓴 글에 대해 피드백, 즉 첨삭지도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났다.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요
구를 반영하여 <글쓰기> 과목의 주요 글쓰기 과제인 에세이와 대학보고서에 대해, 글쓰기 단계에 따른 첨삭지
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글쓰기> 교과목이 대학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학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총 2회의 첨삭을 의무로 실시하고 있다. 대학보고서의 내용 구성 단계에서 교수자가 글의 구성 및 논
지 전개에 대한 첨삭을 시행한다. 이후 작성된 보고서 초고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 및 문장, 표현 등에 대한
첨삭을 첨삭조교가7) 수행한다. 에세이 및 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첨삭지도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4.2. 고려대 <글쓰기>의 주요 교육 내용
고려대 <글쓰기> 교과목의 총 16주에 해당하는 강의 내용을 주차별로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2> 2019학년도 2학기 <글쓰기> 강의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학습 내용

주차

학습 내용

1

강의 소개

9

보고서의 주석과 참고문헌 작성 방법(1, 2)

2

글쓰기 경험과 태도 점검
글쓰기의 윤리

10

보고서 서론의 기능과 서술 방법
보고서 본론의 서술 방법(1)

3

에세이 계획하기
에세이 집필하기

11

보고서 본론의 서술 방법(2, 3)

4

에세이 수정하기
대학 보고서의 특성

12

보고서 초고 집필하기
다양한 글쓰기(1)

5

글의 목적과 독자의 확인
보고서 소재의 발견과 주제의 한정

13

다양한 글쓰기(2)
보고서 결론의 기능과 서술 방법

6

자료의 검색과 보고서 주제의 심화
보고서 개요 작성하기(1)

14

보고서 수정하기
보고서 완성하기

7

보고서 개요 작성하기(2)
보고서 개요 수정하기

15

글쓰기 워크숍

8

중간고사

16

기말고사

앞서 4.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글쓰기> 교과목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데에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
는 학문적 글쓰기의 이론적 내용을 익히는 것과, 이를 실제 에세이 및 대학보고서 쓰기를 통해 실습해 보는 것
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글쓰기> 교과목의 구성 요소는 크게 글쓰기의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습은 학생들이 실제로 글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글을 작성하는 문제해결활동과, 문제해결활
동인 글쓰기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첨삭지도 과정, 그리고 <글쓰기> 수강 전반에 관해 돌아
보는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7) 2018년 1학기에 <글쓰기>가 출범한 이후, 고려대 <글쓰기> 교과목에서는 보고서 초고의 첨삭을 전담하는 첨삭조교 제도를 운
영해 왔다. 첨삭조교는 보고서의 본론 집필이 마무리된 초고에 대하여 대략 2주의 기간 동안 첨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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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글쓰기 윤리
• 에세이 특징
• 보고서 특징

문제해결활동(PBL)


• 에세이 작성
• 대학보고서 작성

첨삭지도


• 동료 피드백
• 교수자 피드백
• 첨삭조교 피드백

워크숍


• 성찰저널 작성

[그림 1] <글쓰기>의 주요 교육 내용 및 방법

이론 수업은 <글쓰기> 교과목에서 주로 다룰 활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목표로 한다. 대학보고서의 형식
과 작성 과정을 단계적으로 다루며, 대학보고서 외에 주요 글쓰기 과제인 에세이의 성격과 형식 등에 관한 이
론도 포함된다.8)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작성해야 하는 글의 성격 및 작성 과정에 대한 이론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글쓰
기 윤리에 관한 것이다. 대학 신입생인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표절의 개념과, 대학에
서의 연구 윤리에(2주 2차) 대해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용하는 법, 주석과
참고문헌을 구성하고 정리하는 법(9주 1, 2차)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의 경우 문제해결활동, 첨삭지도,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문제해결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글쓰기를 경험
해 보는 과정이다. 첨삭지도는 동료, 교수자, 첨삭조교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첨삭 결과를 받아보고, 학습자
가 자신이 작성한 글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며, 워크숍은 수업 수강 이후 학생의 자기 성찰과 반
성 활동에 해당한다.
문제해결활동으로서 에세이 작성과 대학보고서 작성이 있다. 고려대 <글쓰기> 과목은 학생들이 문제해결활
동으로서의 글쓰기를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회차별 수업의 전반부에는 이론
을, 후반부에는 이론을 적용한 학생들의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이 설계되어 있다.
먼저 에세이 작성의 경우를 보면 필자로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2주 1차), 에세이의 특성과 형식에 대해 알
고 에세이 작성 계획을 세워 개요를 작성한 후(3주 1차), 실제 에세이를 집필하고(3주 2차), 수정하는(4주 1차) 과
정을 거친다. 각각의 과정은 이론, 혹은 실습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이론과 글쓰기 실습을 한 회차의 전반부
와 후반부에 배치하여 에세이 쓰기가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보고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보고서의 특성과 형식에 대해 익히고(4주 2차), 글의 목적과 독자
를 파악하고(5주 1차) 그에 적절한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주제를 결정하고 논점을
한정하며(5주 2차), 자료를 조사하고 소재를 선정하는 준비 과정(6주 1차), 그리고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6주 2차,
7주 1차)이
주 2차)의

단계별로 진행된다. 대학보고서 집필의 경우에도 서론(10주 1차), 본론(10주 2차, 11주 1,2차), 결론(13

기능과 작성 요령에 대해 이론 수업 후, 실제 쓰기 실습을 진행한다. 이는 대학보고서의 글쓰기 단계

에 따라 주차별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적절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수업을 수강하
여 참여하는 것으로 글쓰기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경험하고, 이러한 실습의 결과가 한 편의 보고서로 완성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첨삭지도는 교수자, 첨삭조교, 동료 학습자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피드백 결과로 이루어진다. 에세이의 경
우 수정하기에 앞서 동표 평가를 통해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참고하여 에세이를 수정한다. 보고

8) 이론 수업은 실습과 함께 진행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습에 대해 다루는 부분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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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요의 경우에는 동료 피드백과 교수자 피드백을 모두 실시하여, 개요 작성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글의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 초고의 경우에는 첨삭조교가 첨삭을 수행하고, 이를 교수자가 검토하
여 학습자들에게 전달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쓴 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
스로 수정하여 에세이 및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글쓰기> 수업의 마지막은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숍을 통해 한 학기 동안 <글쓰기> 수업을 수강한
자신을 돌아본다. 학기 초에 실시하였던 저자로서의 자신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자신의 글쓰기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글쓰기> 수업 전후의 태도 변화, <글쓰기> 수업의 효과 등을 돌아보는
성찰저널 작성을 통해 저자로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였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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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공통교양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장미정 외)”에 대해

유광수(연세대)
장미정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논고는 고려대학교 공통교양인 <글쓰기> 교과목의 개발 과정을 소
개하고, 설정한 교육내용과 교육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 글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교양교육 현황과 운영 상
황에 무지한 저로서는 선생님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는 것으로 질의자의 소임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글쓰기> 교과목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사고와 표현>을 운영하던 주체
에서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이나 교과목을 바꾼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는 이렇게 공통교양 교과목
을 개선하는 이유와 목표 등에 바탕이 어떤 것인지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새로 개편한 <글쓰기>의 학점과 시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2. 기존의 <사고와 표현Ⅱ>를 수강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신 것을 설
명하셨는데,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수요자의 요구가 고려대학교 교육의 목표와 어떻게 부응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요
자의 요구에 따라 교과 과정을 개편한 것이라는 인상이 짙은데 과연 그것이 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가 총 322명으로, 이는 고려대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도 중요한 듯합니다. 개편된 <글쓰기>는 전교생 필수로 운영되는 교과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3) 조사하신 것의 현황은 잘 이해되지만, 그렇게 조사된 결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 이상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3. <글쓰기>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한 수업의 통일성은 어떻게 확보하려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앞선 수요
자 조사 결과 중에도, ‘담당 교수자에 따른 수업 편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이에 대해서도 연구자께서
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교육 내용을 통일하고, 그에 맞는 교안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교수자에게 제공하였다. 실제 수업
진행에서도 제공된 교안의 내용을 준수하여 수업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관리에 힘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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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균질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
오. (이를테면, 교안 및 교육 자료의 제시만으로 통일성이 획득되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4. 연구자께서 “고려대 <글쓰기>는 학문적 글쓰기를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의 단계별 글쓰기 교육을 지향하
고자 하였다.”고 하셨는데, ‘단계별 글쓰기’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과정중심 글쓰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수준별 글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5. 연구자께서 “대학의 교양 교육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일차적 목표
로 한다.”고 하신 것은 교양교육의 기본적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선생님들의 논고를 읽느라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우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오독한 것이
많더라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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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글쓰기 교육의 뉴노멀화 모색
- 전국 수준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 및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구자황(숙명여대)

1. 서론
요즘 십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읽기’다.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것 목록에는 ‘쓰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 둘 다 해야 한다면, 그것도 12학년 동안 배웠던 읽고 쓰기를 ‘반드시’, ‘또’ 해야 한다고 하면 얼
마나 싫어할까?

[표1]은 만 10세 이상 국민 1200명을 조사한 생애 독서 그래프이다. 나이가 들수록 독서 관심도가 떨어지
고 독서량 또한 감소하는 현상이 기존 조사(국민독서실태조사, 사회조사)에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우선 성인 독
서율과 성인 문해력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모든 연령층에
서 초중고 학창 시절에 가장 높지만, 특히 신세대일수록 초등학생 때에 비해 중학생 때의 독서 관심도가 감소
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초등학생 시절의 독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중학생 이후로
그 관심도가 급감했다. 이런 현상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가 조기화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폭넓은 독서

1) 이순영 외, 『읽는 사람, 읽지 않은 사람: 독자 개발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8.12, 3쪽, 119쪽.
2) 김주환, 「중학생들의 작문능력 실태 조사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Vol. 20, No. 1, 2017, 279쪽.
3) 김주환, 「중학생들의 작문능력 실태 조사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Vol. 20, No. 1, 2017,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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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입시 학습 모드로 전환하는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몇 년 후면 그들은 대학생이 된다. 읽
고 쓰기를 제일 싫어하는 세대가 대학 글쓰기를 교양 필수과목으로 수강할지 말지 고민하는 풍경이 우리 앞
에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표2]에 의하면, 중학생 필자들의 작문 능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하위 수준
의 비중이 높고, 상위 수준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표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학생 필자들이 글쓰
기의 필요성이나 중요성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글쓰기가 생활화되지 않았을 뿐이고 쓰는 것 자체를 좋
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잘 쓰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비호감으로서
의 쓰기와 전반적으로 낮은 작문 수준은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작문교육이 체계적이지 않은 데에도 원인
이 있다. 몇 년 뒤에 그들 또한 대학에 들어온다. 중등 작문교육의 수준과 체계를 보완해야 할 부담과 함께 고
등 수준의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을 실현해야 할 ‘짧은 기회’가 대학 글쓰기 앞에 놓여있는 셈이다.
대학 글쓰기는 바야흐로 백가쟁명 시대다. 대학마다 글쓰기 교육은 갖가지 방식과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계획 및 거시적 방향 없이 연명치료를 하는 형국이다. 대학은 손쉬운 교양교육 개편을 혁신의 명
분으로 삼곤 한다. 그러나 담당 교육주체인 교수자는 단기계약의 사슬 아래 개편의 방향도 커리큘럼의 내용과
형식 어느 것에도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 의욕적인 몇몇 대학의 교육혁신 기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연성
화되어가는 대학 교양교육을, 다양성 및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최소한의 기초 연구조차 수행하지 않는 학계
현실을 이 글은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대학이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는 대학 글쓰기에 대한 기
초 연구의 필요성과 학문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다.
<한국작문학회>, <한국리터러시학회>(구 대학작문학회), <사고와표현학회>, <한국교양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교육, 특히 하위범주인 대학 글쓰기 교육은 성과를 축적해왔다. 교수학습 방법과 사례를 공유하고,
제반 연구 및 운영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토대를 쌓았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같은 유관 기관도 힘을 합하고
있다.4) 그러나 개별 단위 학교 혹은 특정 교과 사례 연구가 넘쳐나는 것에 비해 분과 학문으로서의 정체성 및
이론 정립으로의 질적 전환은 순조롭지 않아 보인다. 국외 이론이 소개되어도 한국적 교육 현실 속에서 사회
문화적 접점을 찾아내거나 교육의 질적 전환을 자극하기보다는 먼발치의 단순 소개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마저도 최신 이론이 아닌 경우가 다반사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기반을 이루는 ‘범주와 방법’, 나날이 변모하는
쓰기 환경에도 불구하고 견지해야 할 ‘핵심 이론’, 교양과 전공, 필수와 선택을 가늠할 수 있는 준거로서의 ‘학
문적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우선 이 글은 대학 교양교육-의사소통교육-글쓰기 교육으로 이어지는 범주와 위상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대학 글쓰기(교육)의 공통 분모라 할 수 있는 ‘핵심 영역 및 장르’와 교수학습-평가를 연계할 ‘평가의
준거틀’을 궁리하는 한편, 이를 개별 단위 학교나 특수 사례에 한정시키지 않고 보편 이론으로 전화하기 위해
전국 수준의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를 제안하며, 그 필요성과 이유,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려고 한다.
더이상 자의적이고 개별화된 기준으로 대학 글쓰기를 묶어둘 경우, 오늘날과 같은 쓰기 환경 속에서 학생들

4)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중심의 컨설팅은 대학 글쓰기를 포함한 교양교육 전반의 상향평준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하드
웨어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양교육 운영 및 외연 확장에 치중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시점이다.
교양교육 전반의 제도와 형식을 견인하는 역할만큼이나 하위범주의 지속가능한 정책 및 학적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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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수요자 중심의 원칙 없는 내용 설계와 실용성만 추구하는 쪽을 택한다면
정체성을 알 수 없는 16주짜리 도구 과목으로 전락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 이후 ‘대학 국어’의 외피를 벗고 학
문적 정체성과 내용을 갖추기 시작한 ‘대학 글쓰기’는 20여년 동안 성취한 공통분모를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뉴
노멀(New Normal)’5)을 설정하고 이를 구안해야할 시점이다. 이는 쓰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학 글
쓰기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의 일환이며, 새로운 교육 비전을 향한 단초가 될 것이다.

2. 본론
2.1. 선행연구 및 기초 연구의 필요성
이 글은 선행연구로부터 ‘전국 수준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를 위한 세 갈래 접근방식과 각각의 참조점을 주
목하였다.
우선 대학 글쓰기에 대한 자생적, 자발적 접근에서 비롯된 교양교육학계 내부의 움직임을 보자. 최근까지 진
행되고 있는 김정숙 등의 연구는 대학 글쓰기 목표 및 평가기준에 대한 고민을 메타연구의 방법으로 집약하였
다.6) 대학 글쓰기 목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는 특정 시기에 치중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었는바, 대학 글쓰기
가 일반적인 평가 외에도 이른바 ‘첨삭’ 혹은 ‘피드백’이라는 교수학습 방법과 밀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평가 기
준의 수립과 맞닿게 되었고, 평가는 교육목표와 유기적으로 양립·순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스테디한 주
제로 자리잡아 왔다.
다수의 관련 연구들이 공통분모로 추출한 대학 글쓰기 목표는 대략 여섯 가지 정도다. ①의사소통 능력, 지
식의 공유와 소통, ②학술적 글쓰기 능력, 전공지식의 응용과 활용, 지식의 도구적 사용, ③학습자의 글쓰기 능
력 향상과 태도 개선, ④문제해결능력, ⑤비판적·논리적 사고, 논증적 사고, ⑥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 등
이 그것이다.7) 이를 더욱 간추리면, ①+②+③은 의사소통 교육이라는 상위범주와 구별짓는다는 의미에서 ‘학
술적 글쓰기 능력’으로, ⑤+⑥은 도구적 쓰기 능력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등사고능력’으로 통합 가능
하고, ④‘문제해결능력’은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 글쓰기 교육목표를 대략 이상의 세 축으로 정립할
수 있을 듯하다. 대학 수준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제고하되, 이를 위해 고등사고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궁극
적으로는 다양한 맥락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대학 글쓰기 교육
의 중핵 영역이자 범용적 목표가 되는 셈이다.

5) 뉴노멀(New Normal)이란, 경제 현상과 관련하여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정도의 의미를 일컫는다. 이 글에
서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대학 글쓰기 교육이 급격한 읽고 쓰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표준이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6) 김정숙·백윤경, 「대학 글쓰기교육에서 ‘평가’ 연구의 동향과 분석」, 『인문학연구』 58(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김정
숙·백윤경, 「효과적인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점검 및 방향-글쓰기 목표와 평가 목표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양교
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김정숙·백윤경, 「대학 글쓰기 교육의 교육목표와 평가목표의 상관성
분석」, 『리터러시연구』 vol.10 no.4, 통권 30호, 2019.8.
7) 김정숙ㆍ백윤경, 「효과적인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점검 및 방향-글쓰기 목표와 평가 목표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교
양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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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리로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유사 목표를 통합하면 대학 글쓰기 평가 목표도 간결해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 글쓰기 평가와 관련한 주요 항목으로, ①교육과정과 수업 내용을 통한 교육목표(수업목표)의
실현(타당성) 여부 점검 및 검증, ②교수자의 교수학습평가, 교육과정 개선(교육의 질), ③학습자의 학습 성취 정
도 측정, ④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장단점 확인), 글쓰기 개선, 학습 활동 지원, ⑤학생평가의 서열화, 성적
처리, 정당성 부여 등을 주목해왔다.8)
그런데 ①+②는 ‘교육과정 성취기준’로 정리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란 교수학습 활동의 기준으로
서 학생들이 대학 글쓰기라는 교과목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 또는 특성
을 진술한 것이다. 교수자 혹은 교육 당국 중심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넓은 의미의 평가를, 구체적인 수업 목표
가 교육 목표의 실효성 및 질 향상을 위해 기여했는지를 점검하는 평가와 함께 일정한 기준에 맞게 구성한 것
이다. ③+④는 ‘평가준거 성취기준’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평가준거 성취기준’이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대학 글
쓰기의 개별 장르나 세부 영역에서 구체적인 평가 활동을 위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에 다소 포괄적이거나 모
호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학습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 교수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
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료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상위 범주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재구성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실제 글쓰기 능력의 점검, 향상 여부, 다양한 평가 방식 및 유형(단답, 서술,
논술, 보고서 등)에

따라 주된 평가 항목과 기준을 세세하게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대학 글쓰기 평가의 한 축은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 즉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
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을 거시적으로 평가하는 범용적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나머지
한 축은 대학 글쓰기 ‘평가준거’, 즉 개별 글쓰기 교육 상황에서 실제 평가활동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구체적 목
표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씁고 말한다면, 이처럼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의 세 축과
대학 글쓰기 평가의 두 축이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구조의 설계야말로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의 일의적 목표
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대학 글쓰기의 학문적 정체성 또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래 [그림1]처럼 대
학 글쓰기의 교육과정을 교육 단위(전국 수준-개별 대학-개별 교과-세부 장르 및 유형)에 맞게 구안하고, 이에 상응
하는 평가준거 및 성취기준이 갖춰져야 학적 정체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해 기초 연
구가 전국 수준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1] 대학 글쓰기 평가기준 개발 연구 예시9)

다만 평가에 대한 관심이 교육과정과 수업 활동을 통해 교육 목표가 실현된 정도를 밝히는 과정이라는 점,

8) 김정숙·백윤경, 앞의 글, 242쪽.
9) 위
 예시는 이미경 등이 교육과정 및 평가준거를 체계화한 모델(이미경 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별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총론(CRC 2017-5-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11, 26쪽)을 참조하여 필자가 구상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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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 정도를 측정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데 기능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여도 읽기
에 비해 쓰기 평가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객관적 지표로 마련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 그런 만큼 평가 항목 및
도구 개발은 개별 대학, 개별 교과에서 시작하는 버텀업(bottom-up) 방식보다 학계의 논의와 전국 수준의 기
초연구를 거쳐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후 교육 현장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적절하리
라고 본다.
다음으로, 전국 수준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는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방법 및 개발 도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김주환, 이순영, 최승식 등 국어교육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전국 수준의 독서 실태 및 중등 작문 능
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 비교 연구까지 나아가고 있다.10) 이들 연구는 학교 안의 학생만을 대상
으로 하지 않고 학교 밖 기관과 연대하여 문제의식을 공론화하였다. 특히 독서의 유형과 수준뿐만 아니라 독서
태도, 인식, 경험 등 정의적(情意的) 측면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양적 연구의 한계를 꾸준
히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성인은 물론 초중등 교육까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분석
기법이 이처럼 축적된 상태이다. 종단연구를 제외한 전국 수준의 표집 조사는 글쓰기 능력을 집단별(수준, 성,
지역, 학교 등),

장르별(설명글, 설득글, 서사글 등)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계에 제출하고 있다. 지나친 경쟁이나 우

열 비교의 부작용 등을 보완하면 글쓰기 능력에 대한 연구방법 및 실태 조사는 참조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현재 개별 교과 혹은 대학 단위로 진행되는 대학생 글쓰기 평가 및 기초 조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11)
그러나 대부분은 진단평가 수준으로 활용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글쓰기 평가 내용과 결과가 교육
목표와 부합되는지의 설계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대학생의 쓰기 능력과 인식에 대한 종단 연구로 확산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쌓이지 못하고 내용과 결과 모두 사장(死藏)되고 마는 실정이다. 만약 전국 수준
의 대학 글쓰기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한 번도 공식적인 지표로 측정된 바 없는
한국 대학생의 작문능력에 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분석 자료의 공유는 각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전국 수준의 대학 글쓰기 기초 연
구가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간의 중등 작문 실태 연구는 모집단의 수가 많지 않고, 서술형 평가에 대한 균질적 평가 문제라든지
설문지법을 시행하는 데 따른 물리적·재정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 등이 사용하는
온라인 글쓰기 평가 시스템이나 동국대 등에서 개발한 온라인 피드백 시스템을 응용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온
라인기반 평가(internet-based testing)를 설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온·오프라인 평가(피드백) 시스템을 활용
하는 방안은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의 현실적 경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등과정의 작문학적 개념과 연구 방법론을 대학 글쓰기 기초 연
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태생적 기반은 그리 탄탄한 편이 아니다. 학적 체

10) 김주환, 「학생들의 작문능력 실태 조사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Vol. 20, No.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이순영 외,
「읽는 사람, 읽지 않은 사람: 독자 개발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8; 최승식 외, 「고등학생의 작문능력 실태 조사
연구」, 『한국리터러시연구』 제9권 제4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8.12; 김주환 외, 「중등 작문 교육에 대한 국제비교연구(1):
한국과 미국의 작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41, 한국작문학회, 2019; 김주환, 「중등 작문 교수·학습 실태 조사
연구」, 『한국리터러시학회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
11) 서
 울대학교의 경우,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방식의 글쓰기 능력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수준별, 맞춤형 글쓰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 참조. 「서울대 인문대 신입생 셋 중 하나는 ‘글쓰기 능력’ 60점도 안돼」(https://www.
mk.co.kr/news/society/view/2019/05/28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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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기반을 둔 세부 전공으로서의 대학 글쓰기가 아니라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요청된 교과적 성격이 크다. 말
하자면 교육과정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목표를 실현할 목적의 교재가 체계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
라 ‘대학 국어’에서 분리된 의사소통능력이 사회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쓰기 과목을 특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특화 과정에서 다양한 학적 전통과 방법이 혼재되면서 대학 글쓰기의 정체성은 더욱 모호해졌
다. 따라서 교과목명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학 글쓰기의 내포와 외연을 뚜렷하게 획정하는 것부터가 곤란
한 상황이다. 이에 중등과정의 작문학적 개념, 용어, 연구 방법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학 글쓰기의 정체성
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가 그래서 필요하고 절실하다.
물론 중등 작문 교육에서도 주요 용어의 정의와 성취기준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개정 교육과정 체제
가 정착되면서 용어의 변천이 잦고 성취기준 항목이나 해설 자체가 모호한 부분도 존재한다.12) 그렇다고 해서
용어와 기준의 혼란을 불식시키자는 주장이 곧바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획일화 내지 표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3) 이 글이 말하는 개념, 용어 등의 표준화란, “미래에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사고력, 이를 논리적으로
개념화 시킬 수 있는 언어 능력이 필수”(토마스 프레이)라는 인식 아래 대학 글쓰기 교육이 이를 위한 가장 기본
적인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선행 요건으로
서의 표준화, 즉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쓰기 교육과정 아래 교육 목표와 평가를 수행하는 데 바탕이 될 대학
글쓰기 교육의 최소 원칙을 의미한다. 지금은 교육과정, 용어 및 성취기준 같은 최소 원칙을 하나하나 놓아가
는 정교함이 요청되는 시간이다. 전국 수준의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는 이런 정교함을 위한 첫발이 될 것이다.

2.2. 대학 글쓰기 평가 도구 개발 및 활용 방안
교육의 범주와 위계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축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 간 유기적 연계와 순
환이 필수적이다. 연계와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 달성은 물론 개별 구성요소의 적절
한 효율과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학 글쓰기 교육 역시 마찬가지 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학술적 의사소통능력-고등사고능력-문제해결능력
함양이라는 목표가 대학 글쓰기 교육 안에 반드시 내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표가 아니라면 중등
교육과정과 변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등 국어과 교육과정(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학)을 연계·심
화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목적이 아닌 학문 목적의 담화 공동체가 요구하는 대학 글쓰기 고유의
영역이 오롯하게 자리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읽기-쓰기-말하기(토론)의 삼위일체형 교수학습이 크든 작든, 각각의 환경과 수
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에 활용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이라는 거시적 틀과 다양한 평가준거
를 적용한 미시적 틀을 통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의 적절성은 좋은 수업의 기본 덕목일 뿐만 아

12)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국어과』, 교육부, 2018, 7-11쪽.
13) 기
 존의 표준화는 이른바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 공급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었다. 단일화, 표준화, 대량화라는 산업 사회의 가
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체제가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발상과 취지 아래 도출된 것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
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게 학교의 최대 목표 중 하나였다. 찰스 파델·마야 비알릭·버니 트릴링, 이미소 옮김, 『4차원 교육 4
차원 미래역량: 21세기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새로온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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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교육과정과 수업 활동을 통해 교육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때문이다.14) 대학 글쓰기에서 교육과
정-수업-평가의 구조가 갖춰지고 선순환할 때 상위범주인 의사소통교육, 대학 교양교육 목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대학 글쓰기 평가 도구 개발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우선 네 가지를 언급해본다. 첫째, 대학 글
쓰기 평가도구 설계에서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입
논술은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총체적 평가는 한편의 글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춘 유기
적 조직체로 인식하면서 내용, 구성, 표현 등을 전체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글쓴이의 사
고와 논리 전개 방식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 목적의 대학 글쓰기가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점검할 수
있다. 제시문 활용 여부에 따라서는 요약과 분석 등 글쓴이의 문해력과 연동하여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
다. 그러나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평가의 신뢰도 및 타당도
측면에서 지표화하기 어렵고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채점을 요하는 부분
이 있으므로 온·오프라인 어떠한 형태로 평가를 설계하든지 채점, 분석, 결과에 상당한 부담이 수반된다. 현재
서울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글쓰기 평가는 이와 같은 총제적 평가 방식인데, 도입 초기라는 한계
도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행ㆍ재정적 한계에 곤란해하는 것도 총체적 평가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적 평가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쓰기의 구성요소를 분절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구성요소
를 글의 목적과 맥락, 또는 장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국대학교를 비
롯한 다수의 온라인 피드백 시스템이 분석적 평가를 토대로 이른바 ‘첨삭 기준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이러
한 장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뚜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범주별로 평가하여 총
점을 산출하는 방식인 데다가 정량적 지표화가 용이한 탓에 온라인기반 평가 시스템과 호환될 가능성도 높다.
[표 4] 분석적 채점 기준 예시
채점
범주

채점 기준
○ 5점: 글
 의 중심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세부 내용이 중심 내용에 부합한다. 내용이 독창적이고 신선하며 독자에게
흥미롭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

○ 3점: 글
 의 중심 내용이 드러나지만 효과적으로 초점화되지 않는다. 제시한 세부 내용이 중심 내용에 부합하지만, 독창적
이지 않고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는다.
○ 1점: 글의 중심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 내용이 거의 없거나 중심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글을 읽고 독자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어렵다.
○ 5점: 글
 의 구조가 중심 내용을 더욱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필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순서나 구조가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독자가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조직

○ 3점: 글
 의 중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도입이나 결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독자가 큰 혼란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1점: 글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연결 구조가 없어서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가진다.
○ 5점: 독창적이고 흥미로우면서도 독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다.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독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필자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잘 드러나 있어서, 글의 내용에 깊이 몰입할 수 있다.

표현

○ 3점: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으나 독창성이나 흥미는 다소 떨어진다. 필자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잘 드러
나지 않아서, 독자는 글의 정보에 대하여 크게 호감을 가지거나 몰입하기는 어렵다.
○ 1점: 전반적으로 독자의 이해가 어렵게 표현되어 있고, 어조가 글의 목적 및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다.

14) S
 heehan, E. P. & Duprey, T., 「Student evaluations of university teaching」, 『Journal of Insturctional Psychology』,
26, 1999, 188-193쪽. 민혜리ㆍ이희원,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 연구 :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의 강의 체험 분
석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Vol. 19, No. 1, 2011, 5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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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내용을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선택되었다.
단어

○ 3점: 대체적으로 단어 선택이 내용 전달에 무리가 없으나 부적절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 1점: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가 매우 제한적이며 단어의 선택이 풍부하지 못하다.

형식
및
어법

○ 5점: 글쓴이는 표준적인 쓰기 관습(어법, 구두점, 철자, 단락 구분 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관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3점: 제한된 범위에서만 표준적인 쓰기 관습을 지키고 있다.
○ 1점: 어법, 구두점, 철자 등에서 잘못된 것이 많아 내용 파악을 방해한다.

그러나 분석적 평가는 쓰기의 맥락과 장르 유형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즉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쓰는 것인지
에 따라 특별히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는 글이 존재하는데, 그런 글에 대해서는 유연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설명글, 설득글, 서사글 등 장르 유형에 따라서 평가의 내용 및 항목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분
석적 평가만으로는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핵심 목표인 고등사고능력과 문제해결력의 성취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분석적 평가의 이러한 약점 혹은 한계로부터 대학 글쓰기 평가 도구의 두 번째 고려사항이 도출된다. 학문
목적의 대학 글쓰기가 활용하는 주요 기능 및 양식을 전제로 그에 최적화된 평가틀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현재 다양한 수준과 유형으로 대학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리포트로 통칭하는 조사, 연구, 실
험 등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 혹은 ‘소논문(小論文)’이 대학 글쓰기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이런 보고서(혹은 소논
문)의

목적과 규약을 이해하고 이를 작성하기 위한 요약, 분석, 비평이 최소한의 주요 기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글쓰기의 주요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설계해야 교육 현장에서의 쓰임새가 높고, 구
체적인 능력 향상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 글쓰기 평가도구는 장르별 특성과 성취기준을 토대로 개발해야 한다. 현재 대학 글쓰기의 외연은
자기소개서는 물론 감상문과 에세이부터 문제해결형 보고서까지 매우 잡다하고 방대한 편이다. 대학마다 지향
하는 가치와 목표가 다양한 만큼 대학 글쓰기의 스펙트럼이 넓다. 이러한 상태로는 평가준거틀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설령 개발한다고 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과 연동하여 대학 글쓰기
의 주요 장르를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가령 [표5]처럼 중등 과정의 장르별 성취기준을 연계·심화하여 대학 수준의 글쓰기 장르를 만드는 것이다.
향후 개발 연구 과정에서 성취기준의 내용이 정교해지겠지만 대학 글쓰기 장르 및 유형을 감안하는 방식이라
야 평가도구의 쓰임새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표 5]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에 따른 장르별 성취기준 예시15)
중등 교육과정 성취기준

대학 교육과정 성취기준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
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2]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글
을 쓴다.

⇨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
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
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02]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
하는 글을 쓴다.
대학 글쓰기 A (advanced expository writing-explain)

⇨

[03]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15) 이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제시한 장르별 성취기준을 대학 수준의 글쓰기에 맞는 주요 장르로 유형화해본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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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
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04]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6]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
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을 쓴다.

대학 글쓰기 B (advanced persuasive writing-argument )

[12화작03-07]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친교의 내용을 표현
하는 글을 쓴다.

[05]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진
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8]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하
여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9] 일상의 체험을 기록하는 습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쓴다.

⇨

[06] 일상의 체험을 기록하는 습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쓴다.
대학 글쓰기 C (advanced narrative writing-convey
experience)

장르별 특성과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도구 개발은 대학 글쓰기의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쓰기 능력 평가를 절대 기준 평가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쓰기 영역의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성취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취기준에의
도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대학 글쓰기가 학적 기반 하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
고, 성취해야 할 영역과 기준이 분명해진다면 더 이상의 상대평가여야 할 이유는 없다. 분명하고 적절한 기준
의 성취 여부만큼 공정한 평가는 없기 때문이다.
넷째, 전국 수준의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 및 평가 도구 개발은 개별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전국 단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며, 학회 차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수행할 때라야 정교한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
연구의 현실적 방안으로 각 대학의 연구소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서 ‘교양교육연구소’가 생겨나고 있다. 인문학 전반을 다루는
연구소나 특수 목적의 연구소와 달리 새로운 교육 영역으로 등장한 ‘교양교육’을 학적 기반 하에 연구하고 교육에
환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 대학에서 설립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연세대, 성균관대, 삼육
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등이 교양 교육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전국의
거점 국립 대학이 결합하여 학회-연구소-대학의 네트워크가 마련된다면 교양교육의 중핵 과목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글쓰기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 및 평가도구는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림 2] 학령인구 및 입학자원 감소 추이16)

16) 교육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2019.8.14.,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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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와 평가도구 개발은 앞으로 다가올 대학 교육의 위기, 특히 대학 체제 개편이라는 측
면에서 하나의 실험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만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
기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미래 교육의 지형 변화 속에서 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은 빈번하게 충돌할
것이고, 지식 창조 기능이라는 대학 본래적 연구 기능 역시 위축되거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개
별적 단기적인 대증적 처방만으로는 대학의 위기와 교양교육의 황폐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 및 대학의 구조적 변화와 아울러 이른바 ‘대학 체제’의 개편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
을 수 없다.
전국 수준의 대학 글쓰기 교육 기초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수립 및 쓰기 능력 실태 조사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안’17) 혹은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된 ‘국립교양대학’ 운영안을 논의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1-2년 동안 대학 글쓰기 교육을 비롯한 균질적 수준의 교양교육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시
스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학 통합 네트워크는 극심한 편차와 학문적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기초 연구와 평가도구의 개발을 통해 양질의 교양교육이 수행할 수 있는지 대학 글쓰기는 그 현실적 가능성
을 검증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3. 결론(미완)
이 글은 대학 글쓰기 교육 나아가 상위범주인 의사소통교육과 관련하여 총론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최소
한의 수준으로라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라고는 신입생 대상의 1학기 16주차 강의안
내지 개별 교과목으로서의 글쓰기 교수요목 뿐이다. 어떤 연계 과정이나 심화 과목도 설정되지 않은 고립된 체
계 속에서 학적 정체성도 없이 도구적 기능과 역할로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학 글쓰기 교육의 뉴노멀화는 대학 글쓰기에 대한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교양교육 전반, 나아가 대
학 교육의 안목과 시야를 요구하고 있다. 학문적 정체성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
와 위상 속에서 대학 글쓰기의 역할과 정체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신입생 대상 혹은 단발성 기초과목으로
서의 교육과정이 아닌 대학 교육과정 전체에 관한 체계와 배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글은 교육과정-수업-평
가의 유기적 선순환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전국 수준의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를 제안하였다. 즉 1학년 때
만이 아닌 대학 내내 더욱 연계ㆍ심화해야 할 융합적 환경, 대학 이전과 이후, 전공 이전과 이후를 감안한 교육
과정 설계와 평가도구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참조점을 제안하였다.
대학 글쓰기 교육은 생애 필자로서의 감각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마지막 장(場)이다. 글의 첫
머리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대학 이전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글쓰기 교육 현실을 생각할 때,
읽고 쓰기를 꺼려하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빈약한 문해력을 갖춘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오는 상황
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필자와 독자를 대학 교육과정에서 견인하고 촉진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성인 문해력과 쓰

17) 윤지관, 『위기의 대학을 넘어서』, 소명출판, 2019, 1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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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력은 비참할 지경에 놓이게 되고 말 것이다. 민주주의의 붕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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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대학 글쓰기 교육의 뉴노멀화 모색
- 전국 수준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 및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해

김정숙(충남대)
본 논문은 “전국 수준의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쓰기 교육과정 아래 교육 목표와 평
가를 수행하는 데 바탕이 될 대학 글쓰기 교육의 최소 원칙”을 세워야 하는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학 교양교육-의사소통교육-글쓰기 교육으로 이어지는 범주와 위상을 고려하고 전국 수준
의 대학 글쓰기 기초 연구의 필요성과 이유,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거시적 관점은 학령인구의 감
소와 대학 자체의 개편을 위한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숙고할 문제의식으로 다가옵니다.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
영하는 대학 글쓰기에 대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과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취지에 전체적
으로 공감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논의의 확장을 위해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논문 제목에서 ‘뉴노멀화’의 용어를 다른 어휘로 대체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이해와 가독성의 측면에
서 적절한 어휘와 개념을 제안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둘째, 논문 서두에 제시된 자료와 그에 대한 설명은 현재 대학생이 될 중고등 학습자들의 읽기-쓰기에 대
한 실태와 우려가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중고등 학습자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점은 대학 글쓰기교육에서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대학 글쓰기교육은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생 학습자를 교육하는 동시에 졸업 이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습득해야 할, 최
근 강조되고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등 과정의 학습이 수렴적인 성격이 강하다
면 대학 글쓰기교육은 발산적인 성격과 창의적 접근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
의 연계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평가의 준거 및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도구의 개발은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는 대학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이 전국 수
준대학 글쓰기 교육의 기초 연구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유효한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목표-내용-과
정-평가의 순환을 위해 학습자와의 소통 증대를 위한 참여형과 토론형 수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매체)와 표준
강의계획서 등을 마련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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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평가 항목 및 도구 개발은 개별 대학, 개별 교과에서 시작하는 버텀업(bottom-up) 방식보다 학
계의 논의와 전국 수준의 기초연구를 거쳐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후 교육 현장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논문에서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이 방법론이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생각
되는바, 이 방법이 실현될 가능성 및 실행 주체,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만약 탑다
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은 무엇인지, 가령 교육적 합의(함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도 제안할 수 있
을 듯한데요, 연구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 등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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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4 대중 앞 토론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적인 논리대화 하브루타 활용 사례

대중 앞 토론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적인 논리대화 하브루타 활용 사례
황혜영(서원대)

1. 서론
사고와 표현 과목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능
력을 함양하고자 개설된 간학문적 기초교양과목이다. 현재 서원대학교 사고와 표현 과목은 교양의 기초학문
필수과목으로 신입생 대상 1학기의 사고와 표현 1(글쓰기)과 2학기의 사고와 표현 2(말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와 표현2>에서는 의사소통이론 기초, 스토리텔링, 발표와 프레젠테이션, 면접과 자기소개, 하브루타,
토론 등 말하기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과 더불어 법과 윤리, 사회, 교육, 문화, 청년, 미래 등과 관련된 오늘
날 현실 속 다양한 딜레마의 상황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을 읽고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
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앞의 다양
한 말하기 학습 중에서도 본 교과목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궁극적인 학습법으로 삼
고 있는 것은 아카데믹 토론이다. 토론은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문제해결방법으로서 사실과 방법, 원인에 대한 지식을 함양해주며, 변화대응 능력과
대화와 협상 능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연설기술과 경청능력, 설득능력과 논리적 합리성, 조사연구기술과 커
뮤니케이션 기술도 향상시켜준다.2)
토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순 의사소통을 넘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와 언어구사, 토론 구조화,
상반된 입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 등 인지적 부담이 높고, 대중 앞 발표에 대한 불안감과 다른 사람으로부
터 반박 받거나 다른 사람에 반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정의적 요소도 내재되어 듣기 위주의 강의보다 훨
씬 큰 부담이 된다.3)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사고와 표현 2 수강자 141명을 대상으로 한 사고
와 표현 토론 수업에 대한 인식과 문제 진단 설문에서 학생들은 대학 학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수업

1) 본
 교의 6개 핵심역량 의사소통역량, 리더십역량, 자기관리역량, 글로컬역량, 문제해결역량, 실무역량 중 사고와 표현2 교과목 핵심
역량은 문제해결역량(40%)과 의사소통역량(30%)이며, 그 외 리더십역량(15%)과 자기관리역량(10%)의 비중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천대윤, 『토의, 토론 회의 방법론』, 선학사, 2004, 20-26쪽.
3) 황혜영, 한혜령, 「사고와 표현 토론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문제 진단」, 『교양교육연구』, 13권 1호, 2019,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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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사고와 표현 수업에 대한 흥미가 낮다고 답하였으며, 토론식 수업보다는 강의식 수업에 더 흥미를 느끼
고 더 편하게 느끼며, 모둠학습보다 혼자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답하였으나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식 수업이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으며 어렵더라도 사고력과 표현력 발전을 위한 배움에
대한 의사에 긍정 답변을 하였다.4)
그 연구는 사고와 표현 2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민주적 의사소통능
력을 함양하는 토론의 의의와 효과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와 흥미와 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 및 교수학습법의 개발, 학습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수업 진행, 찬반 토론에 대한 부
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토론방식 개선 방안 모색, 혼자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모둠학습을 편안하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모색 등 다각도적인 강의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었다.5)
2019학년도 2학기 사고와 표현 2 과정에서는 대면 소통보다 비대면 소통에 익숙한 스마트폰 시대, 모둠활
동보다 개별학습을 선호하고 활발한 토론보다 강의식 수업을 편하게 여기며 토론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는 인지하고 있으나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 대면 소통과 협력역량을 길러주면
서 대중 앞 공적 토론 발언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시도로 하브루타를 응용한 사적논리 대화를 도입하였다.
하브루타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이다. ‘친구, 동반자’를 뜻하는
‘하버(Chaver)’에서 유래한 하브루타(Chavruta 혹은 Havruta)는 아람어로 ‘우정’이나 ‘동반자 관계’를 뜻하며 세 명
이상이 한 팀을 이룰 때는 ‘하브라(Chavurah)’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하브루타는 유대인 율법인 토라(Torah)를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나 학습법을 뜻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안식일과 휴일, 기도, 학습과 같
은 경험을 함께 진행하며 공유하는 모임을 뜻하는 말이다.”6)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
져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손대대로 전해주기 위해 하브루타 방식으로 토라와 탈무드를 교육하였다. <탈
무드>는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500년까지 랍비(히브리어로 ‘선생’,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토론한 내
용을 모은 것인데,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탈무드>를 통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며 소통을 해왔기에 수많
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지금의 이스라엘과 유대 문화가 존속할 수 있었다. [...]<탈무드>의 짧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가치인 사랑, 효, 공부, 자선, 헌신 등 수많은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탈무드 하브루타를 통해 우리는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과 위력을 느낄 수
있다.”7) 하브루타는 질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나눔을 통한 창의적 사고, 열린 사고를 지향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사적인 논리적 말하기 방식의 과정을 대중 앞 논리적 말하기의 대표적인 방식인 토론 보완활동으로 도
입하여 대중 앞 말하기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 강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4) 같
 은 글, 106쪽. 본 설문의 개방형 질문에서 학생들은 토론 수업의 장점으로 논리적 사고 전개, 자기표현과 주장,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기회 등을 꼽았고, 토론수업의 어려움으로 주제의 어려움, 토론 형식에 대한 어려움, 토론 경험 부족 및 성격적
특성으로 인한 부담감을 적었으며, 제안사항으로 흥미와 관심이 높은 주제로 토론하기, 현재 토론 방식을 개선하고 흥미롭고
다양한 다른 활동을 포함시키기 등을 답하였다.(같은 글, 106쪽)
5) 같은 글, 106쪽.
6) Daum 백과 ‘하브루타’ 참조.
7) 김금선, 염연경, 『생각의 근육 하브루타』, 매일경제신문사, 20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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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 의사소통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

2. 본론
1) 대중 앞 말하기 보완으로서의 사적 논리대화 하브루타 학습 방안 사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사고와 표현 2 교과목과 하브루타는 논리적 사고력 함양과 설득적 말하기 역량강화라
는 공통된 학습 목표를 지향한다. 하브루타의 핵심이 짝 토론 활동으로 많은 부분 공적 토론과 동일한 학습 목
표와 효과를 공유하고 있다. 하브루타와 토론 모두 자기주도 학습 및 다차원적 의사소통 역량 강화(협업, 논리적
사고, 설득과 발산적 창의성 함양, 소통 활동 및 리더십 함양 등)에

효과적이다. 결과 위주의 사고를 극복하고 과정에 대

한 가치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 또한 토론과 하브루타의 공통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혼자하는 학습이 아닌 함께 하는 학습, 듣는 학습이 아닌 말하는 학습, 하나의 정답을 찾는 학습이 아니
라 다양한 해답을 찾는 학습, 질문을 통해 생각하는 힘 기르는 학습”(서원대 혁신원 하브루타 워크숍 자료)인 하브루
타의 목적 또한 본질적으로는 토론학습의 목적과도 공통된 면이 있다. 하브루타의 질문에 상응하게 토론에서
는 교차조사, 확인조사와 같은 역동적인 발언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과 응수로 구성된다. 하브루타는 무엇보
다 질문을 중시하고 대립보다 협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논쟁중심 하브루타에서 짝이 한 가지 토론주제를 가지
고 찬반 입장을 나누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를 제시하며 토론을 하고 다시 입장을 바꾸어 토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아카데믹 토론도 찬반토론을 극복하기 위한 견해중심토론이 가능하므로 찬반대립
이 하브루타와 일반 아카데믹 토론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말하기의 유형은 말하기 관계의 성격에 따라 사적인 말하기와 공적인 말하기로 나눠지며, 화자, 청자의 관계
에 따라 일방적 말하기와 쌍방적 말하기로 나뉜다.8) 하브루타는 토론과 같은 쌍방적 말하기이지만 공적인 말
하기라기보다 사적인 말하기 성격을 띠는 점에서 공적인 말하기인 토론과 그 성격이 다르다. 하브루타는 쌍방
적인 말하기를 통한 논리적 사고력과 소통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사적인 말하기 방식으로 공적인 말하기에 대
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나 발언 성격에 맞춰 구성을 해서 발언하는 공적인 말하기인 토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공적
인 말하기의 부담감으로 인해 부인되지는 않는다. 토론과 하브루타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의 관계에 있다기보다
많은 부분 공통된 학습효과를 지니며,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의 성격의 차이로 인해 두 가지 말하기
학습의 역할과 효과 면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다. 또한 하브루타가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계속해서 생성
해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토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산적 창의성 발현 효과가 보다 높으며, 형식 토
론은 주어진 발언 시간 내에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고 체계화하여 구성하는 점에서 하브루타보다 수렴적 창
의성 발현 기능이 보다 높은 말하기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브루타와 토론을 결합하여 두 가지 말하기 방
식이 가진 장점들이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학기 사고와 표현 수업의 매 차시 수업은 1차시 사고와표현 강의 소개, 생각하기와 말하기의 중요성, 이

8) “말하기의 유형은 말하기 장면의 성격에 따라 사적인 말하기와 공적인 말하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말하기 장면에 참여하
는 화자 청자의 태도와 양쪽의 관계에 따라 일방적 말하기와 쌍방적 말하기로 나눌 수 있다.” 『사고와표현2』, 서원대학교사고
와표현편찬위원회, 서원대학교출판부, 2019, 16쪽. “일방적인 방향의 사적인 말하기에는 칭찬, 격려, 질책, 축하 등이 있고, 일
방적이면서 공적인 말하기로는 강의, 강연, 연설이 있으며, 쌍방적이면서 사적인 말하기는 일상적 대화, 쌍방적이면서 공적인
말하기에는 토의, 토론, 회의 등이 있다.”(같은 책, 17쪽 표 내용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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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학기 수업 목표와 내용 안내, 교재 안내, 2차시 의사소통 이론하기 3차시, 스토리텔링 이론, 4차시 하브루
타1 : 토론주제 선정 하브루타, 5차시, 발표와 프리젠테이션 이론 및 하브루타2 : 키워드로 질문 생성하기 하
브루타, 6차시, 조별 토론 준비학습1, 하브루타 : 토론주제로 견해중심 토론 하브루타, 7차시 조별 토론 준비
학습2, 하브루타 : 서원인 토론대회 소년법 폐지 하브루타 하기, 8차시 발제문 쓰기, 9차시 말하기 역량강화지
도, 10, 11, 12, 13차시 : 조별 토론하기, 14 조별활동 (하브루타 활동) 15주 기말고사 및 수업 정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분반에서는 4, 5, 6, 7주 총 4주에 걸쳐 수업 중 일부를 할애하여 하브루타 학습을 하였다.
하브루타 1차시 수업에서는 우선 『사고와표현 2』 교재의 하브루타 정의와 기원, 원리, 효과, 사례 등 하브루타
기초 이론을 학습하였다. 하브루타는 헬레니즘 문답법의 철학 방식으로 토라와 탈무드를 깊이 있게 읽고 질문
하고 토론하도록 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실력을 기르게 해주는 방식이다.9)
이어 교재에 나와 있는 실전 편 토론 논제들에서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는 하브루타 활동을 하였다. 본
수업에서 하브루타학습과 이후 대중 앞 토론 발표를 연속선상의 학습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카데믹 토론을 위
해서는 이론적인 학습과 토론 실전 준비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브루타 2차시 수업부터는 하브루타
와 토론 준비학습을 병행하였다. 하브루타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주제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하는 학습법이
므로 말하기에 주안점을 두는 학습법이다. 본 수업에서는 하브루타를 통해 말하기 학습을 주로 하되 하브루타
를 통해 도출된 질문 등은 추후 그에 대한 답을 다시 하브루타로 활동하기 위해 글로 적어놓는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논거,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눌 때는 하브루타로 활발하
게 생각을 발산할 수 있도록 글로 적지 않게 하였다.
하브루타 학습은 1:1 짝활동이 기본이다.10) 하브루타는 “경청하기, 명확히 하기 의문가지기 초점 맞추기, 지
원하기 도전하기, 학습자 스스로 각자가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직화하여 상대방에게 설명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면서 때로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11)
각자 가진 생각을 짝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종합하고 다시 두 짝이 다른 두 짝과 만나 두 개의 의견을 다
시 종합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수업에서는 ‘사적인 방식의 논리대
화’에 초점을 두되 대화 인원을 2인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강의에서 교수자가 조장 체제
로 활동을 안내, 운영하고자 많은 부분 4인 팀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차례로 말하는 방식으로 하
브루타를 진행하였다. 4인 기준 인원으로 팀을 짜고 매 차시에 한 명씩 조에서 자율적으로 조장을 선출하였다.
조장은 매 차시마다 교대해서 하기로 한다. 그날 수업의 선발된 조장은 앞으로 나와서 활동 진행 사항을 교수
자에게 전달받는다. 조장은 조원들에게 안내 받은 활동 내용을 안내해주고 활동 진행을 안내한다. 조별활동시
교수자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해주더라도 교수자와 팀원들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활동의 진행

9) 하
 브루타의 원리는 서양문명의 두 원류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만나 탄생한 것이다. 헬레니즘에서는 공부방식을, 헤브라
이즘에서는 공부교재를 가져와 결합한 학습방법인 것이다. 김정진, 『기적의 밥상머리교육』, 2018, 예문, 81쪽 참조.
10) 랍비 아론 패리, 『랍비가 직접 말하는 탈무드 하브루타』, 김정완 옮김, 한국경제신문, 2017, 471-472쪽. “제 2차 세계대전 훨
씬 전에 탈무드 공부는 1대1로 짝을 이뤄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하브루타 Chavruta식 교육이라고 불렀다. 매우
역동적인 교육과정으로, 예시바의 교육적인 혁신이었다. 당시 가장 있었던 이 제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11) <
 하브루타 수업설계를 위한 이해와 실제>, 마산대학교 영유아보육과 정지언교수 서원대 혁신원 워크숍 ppt 자료 참조. 2019.
11. 1. 본 자료에서 일반적인 모둠학습에서의 무임승차 효과나, 사회적 태만, 주도권을 가진 학생과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집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짝 활동에서는 누구나 역할이 있으며 더 많은 시간 말할 수 있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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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내해줄 수 있는 조장을 선정해주면 교수자가 각 팀원들에 안내해줄 세부적인 내용이나 팀 활동 도중 의
문 사항에 대해 교수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다. 우리는 수업에서 이들 하브루타 유형을 서로 섞기
도 하고 응용하기도 하여 활동하였다.
하브루타 활동 1 : 키워드로 질문생성하기
하브루타 활동 1차시 2시간 강의 중 1시간 동안에는 하브루타 이론 학습을 하고 2교시에는 2-4명 1팀으로
하브루타 활동을 하였다. 하브루타는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스스로 질문하고 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생각해
내고 그것을 조리 있게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향상되도록 해준다. 이번
차시의 조장들이 앞으로 나와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조원들에게 안내해준다. 하브루타 첫 수업에서는 키워
드로 질문 생성하기 활동을 한다. 교재에 핵심어로 질문 만들기 하브루타 소개와 방법 안내 설명이 있고 연습
문제에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다. 교재 76쪽 키워드 질문 게임을 조원 한명이 읽으면, 77쪽 질문게임 방식에 대
해 다른 조원 1명이 읽어준다. 각 조원들은 교재 77쪽 연습문제에 나온 단어들 중에서 고르거나 혹은 연습문
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하나 고른다. 조원들에게 서로 자신이 고른 키워드에 대해 소
개한다. 각 조원들이 제시한 키워드 중 팀의 키워드 하나를 선정한다. 팀 키워드를 선정한 뒤 조원들이 한 명
씩 돌아가면서 키워드를 넣어 질문을 만들기를 한다. 제안된 질문은 모두 적는다. 질문이 끊어지면 질문 잇기
게임은 끝난다. 제안된 질문들을 차례로 확인하며, 한 질문에 대해 모든 조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 질문에 대해 다시 모든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각 질문에 대한 답
을 나눠본다. 하브루타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하브루
타 활동 과정에서 나온 모든 발언들을 정리하기보다 활동의 기반 내용들은 적어두고 상세 발언 내용들은 말하
기와 경청하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글로 적지는 않았다. 활동 후 오늘의 키워드에 대한 각자 자신의 생각을 하
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이 표현된 문장을 적은 후 조장이 발표한다. 교수자는 키워드 활용한 질문 중심 하부
르타 시 활발하게 조원들이 키워드를 제안하고 도출된 하나의 키워드로 활발하게 질문을 생성해내는지, 도출
된 질문을 활동지에 정리한 후 도출된 질문들에 대해 조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지 점검한
다. 질문 중심 하브루타에서 선정한 키워드와 팀원들이 마지막에 정리한 키워드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준다.
하브루타 활동 2 : 토론 주제 고르기와 토론하기
하브루타 2번째 활동에서는 기본 강의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론 학습을 한 뒤 수업 후반부에 하브루타 활동
을 도입하였다. 본 수업 교재 실전 편에는 토론 주제에 대한 소개와 찬반 의견이 실려 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실전 토론 편에서 각 조원이 교재에 수록된 토론 주제 중 서로 다른 토론 주제 한 가지씩을 선정한다. 서로 다
른 주제를 선정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토론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원들이 고른 주제가 겹칠 경우 의논
해서 서로 다른 주제를 선정한다. 각 조원은 자신이 선정한 토론 주제의 논제 소개 부분인 thinking 부분을
읽으면서 5분 정도 논제에 대해 학습한다. 조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토론 논제에 대해 팀원들에게 소개해
주고 그 논제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해준다. 각 조원이 소개해준 주제에 대해 조원들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 그 이유와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각 토론 주제에 대한 조원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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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적지 않고 말하기에 집중한다. 미국행동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 효율성에 있어서 강의 듣
기는 5%, 읽기 10%, 시청각 수업 듣기, 20%, 시범강의 보기 30%, 집단토의 50%, 실제 해보기 75%, 서로 설
명하기 90%의 효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듯이12) 짝 가르치기 하브루타는 친구가 나의 스승이 되고 나도 친구의
스승이 되어 서로가 학습을 도와주며 각자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혀나가는데 탁월하다. 팀 별로 조장이 자신
의 팀에서 선출한 토론 주제를 소개한다. 팀에서 선정한 토론주제 목록은 모두 제출하여 모두 수합하고 교수
자가 수합된 토론 주제를 소개하고, 전체 수업에서 토론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해준다. 이번 학기 조별 토론 주
제 선정시 후보 토론주제로 삼는다.
우리는 하브루타에서 이러한 다양한 토론의 논리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그리고 하브루타
와 함께 수업의 일부는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토론을 위한 기초 이론을 가르쳐주는 쉬우르 학습을 한다. “[하
브루타와] 또 다른 탈무드 공부 방식은 ‘시우르Shiur’ 또는 뛰어난 탈무드 학자들이 지도하는 단위별 수업이다.
보통 10-200명의 학생들이 교실에 함께 모여서 탈무드 본문에 등장하는 뛰어난 학자의 학문적인 지식을 흡수
한다. 여기서도 역시 학생들 간, 학생들과 교사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 매우 생동감이 넘친다.”13) 쉬우르로
토론 주제에 대한 교재 내용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교수자가 보충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토론 이론에 대해 교수
자가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해주기도 하였다. 혹은 학생들이 하브루타를 하는 동안 교수자가 각 팀을 돌아
보며 진행에 대한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하브루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안내해주기도 하고 하브루타에서 도출
된 결과 발표에 대해 즉석에서 교수자가 의견을 제시해주기도 하였다.
하브루타 활동 3 : 동일 논제로 하브루타 하기
하브루타 3번째 활동으로는 하나의 공통 주제로 찬반 의견을 서로 나누는 하브루타를 한다. 2시간 수업 중
1시간은 토론 준비를 위한 이론 학습으로 토론의 필요성, 토론의 원칙, 주장과 반박에 대해 학습하였다. 반박
에서의 쟁점 충돌은 ppt자료로 보완해주었다. 2교시에 하브루타 활동으로 소년법 폐지 논제로 논쟁 중심 하브
루타 활동을 한다. 4인 기준으로 팀을 나눈다. 조장 정하고 조장이 교수자로부터 활동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
고 조원들에게 안내해준다.
방법 1.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주제 기사 읽기, 기사에서 키워드 3개씩 선정, 키워드를 넣어서 질문 만들기,
질문 발표, 질문에 대해 돌아가면서 의견 이야기하기를 한다.
방법 2. 혹은 조원들이 찬성, 반대 입장을 나눈다. 각 조원들은 5분-10분 정도 각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거들을 조사하고 2-3개 정도의 주요 논거를 정리한다. 논거를 서로 발표하고,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의 핵심논거를 정리한다. 각 논거에 대해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주제들에 대한 논쟁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옹호하고 소통하는 능력
을 함양한다.

12) 김정진(2018), 『기적의 밥상머리교육』, 예문, 96쪽. 물론 학습방법들 사이의 효율성 비교가 각 학습법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
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 학습법에도 하브루타 외에도 학자의 가르침인 쉬우르도 함께 공존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방법에 따른 효율성과 각 학습을 통해 키우는 역량의 성격과 질은 서로 다른 관점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13) 랍비 아론 패리, 위의 글, 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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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혹은 찬반토론 방식의 틀을 벗어나 찬반 입장을 작위적으로 나누지 않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견해 중심으로 토론하기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은 자유
롭게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논거를 2가지씩 정리해서 서로 이야기 나눈다. 논쟁이 되는 주제에 대한 자
신의 견해 위주로 토론하며 핵심 논거에 대한 의견 충돌 지점 위치를 확인해본다. 쟁점 충돌 지점에 대해 자신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추가 조사하고 논거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여 다시 이야기 나누며 토론의 논제에
대해 깊이 파고 든다. 소년법 폐지 주제로 논쟁중심 하브루타 학습을 한 후 하브루타의 마무리로 조별 활동 후
에 다시 2인 1조가 되어 찬반 입장을 짝과 선택한 후 하나의 공동 발제문을 완성해서 제출한다. 나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함께 모아 깊이 있는 생각을 도출해나간다.
하브루타 활동 4 : 조별 토론 주제 하브루타:
하브루타와 토론 준비 학습을 병행하여 수업 전반부에는 토론 동영상을 통해 아카데미 토론방식 중 포퍼형
토론 방식과 퍼브릭포럼디베이트 토론 방식에 대해 학습한다. 이어 토론동영상을 감상하면서 토론 발언 종류
에 따른 발언 방식에 대해 숙지한다. 토론 동영상을 통해 입론, 확인질문, 반론, 교차조사 등 상이한 성격의 발
언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시간에 조별 토론을 위해 토론 조를 편성한다. 토론조는 총 짝수 팀으로
선정한다. 2:2 토론을 위한 조를 편성할 수도 있고 4:4 토론을 위한 조를 편성할 수도 있다. 지난 하브루타에서
조원들이 선정한 토론주제를 모두 수합한 것과 교재에 수록된 토론 주제 외에도 하브루타에서 도출된 토론주
제를 포함하여 대체로 총 8-10개 정도의 토론주제 중 토론조의 수에 따라 토론 주제를 선택한다. 지난 하브루
타에서 제안된 토론주제들에서 중복 선택가능하게 하여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토론주제 순으로 토론주제를
선정한다. 토론주제와 찬성, 반대 입장은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유연성의 원칙에 따라 토론 입장은 찬성, 반대
어느 입장을 맡게 되더라도 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들을 준비하도록 한다. 토론 주제와 찬반입장을
정한 뒤 토론 준비학습을 한다. 토론 준비학습으로 발제문 쓰는 법, 토론평가표 작성하는 법을 이론으로 배운
다. 그리고 조별 토론 전 주까지 자신의 토론주제와 입장으로 발제문을 작성한다. 그날 수업의 전반부는 토론
조와 토론 주제, 찬반 입장 정하기를 하고 수업 후반부는 하브루타 학습으로 대중 앞 말하기 전 사적인 논리대
화 연습을 한다. 같은 조 조원들끼리 견해중심 하브루타를 한다. 실제 토론에서는 찬성, 반대 입장을 나누어 찬
반 토론을 한다. 하지만 같은 입장을 맡은 조원들끼리는 자신들이 공유한 주제와 입장에 대해 깊이 있게 주제
를 파헤치고 풍부한 논거를 도출하기 위해 그 주제에 대해 각 조원들이 논거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들을 그에 대한 조원들간의 생각을 나누는 하브루타를 한다.
조별토론 주제 하브루타는 발언 순서와 역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토론에 앞서 미리 주제에 대해 사적인 논
리대화로 학습함으로써 대중 앞 말하기의 부담을 완화해주도록 한다. 4인 활동 전에 짝 활동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수업에서는 2인 활동으로 하기도 하고 4인이 활발하게 활동한 후에 짝 활동으로 보다 정교한 글쓰기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말하기는 네 명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만 발제문 작성은 인원이
많으면 하나의 통일된 구성으로 정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짝활동으로 발제문 작성해보기를 하였다.
찬반토론에서는 서로 대립된 입장에서 서로 상대방 입장에 대해 공격하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토론한다
면 견해중심토론에서는 찬반 입장의 대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한 주제에 대해 자신이 가진 견해를 펼치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견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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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패자가 없는 토론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중심토론은 하브루타 학습법 고유의 특징이라기보다 토론
방식의 관점 전환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는 찬반토론에서의 진정성 훼손을 극복하기 위한 견해중심 토론방
식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자 한다.

2) 하브루타와 공적인 토론의 효과와 학습 지향 차이 분석
2019년 2학기 본 교수자 사고와 표현 2 수강반 총 4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적인 토론에 앞서 시행한 하브
루타 학습의 공적 토론 시 대중앞 말하기 부담 완화에의 도움 여부, 하브루타와 토론의 논리적 말하기에의 보
완 여부를 확인해보고, 하브루타와 토론의 학습 지향 혹은 학습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6개 문항의 객관
식 설문과 하브루타와 토론에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이나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2개 문항 주관
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객관식 6개 문항의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문항 1. 공적인 토론에 앞서 사적인 토론 하브루타를 해본 것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부담과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위와 같은 질문에, 각 4개의 학과 학생들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응답했다.
<표-1. 1번 문항 응답>
제약식품공학부

항공서비스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부

종합

전혀 아니다

1

1

1

0

3

아니다

4

0

5

2

11

보통이다

13

12

21

18

64

그렇다

10

14

7

12

43

매우 그렇다

5

6

1

4

16

계

33

33

35

36

137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과 분산(分散)을 구한 결과는 각각 3.42,
0.76이며, 공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하브루타를 진행한 것이 보통 이상의 도움이 될 확률은 약 85.4%이고, 긍
정적인 수준의 도움을 줄 확률은 약 46.5%이다. 공적인 토론에 앞서 하브루타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문항 2. 사적인 토론 하브루타와 공적인 토론은 논리적인 말하기 실력 향상에 보완이 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질문에, 각 4개의 학과 학생들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응답했다.
<표-1. 2번 문항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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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식품공학부

항공서비스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부

종합

전혀 아니다

0

0

1

0

1

아니다

2

1

3

0

6

보통이다

13

8

14

14

49

그렇다

13

17

15

19

64

매우 그렇다

5

7

2

3

17

계

33

33

35

3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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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과 분산(分散)을 구한 결과는 3.66, 0.59
이며, 그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적인 토론 하브루타와 공적인 토론이 논리적인 말하기 실력에 보
통 이상의 보완이 될 확률은 약 93.4%이고, 긍정적인 수준의 도움을 줄 확률은 약 58.4%이다. 본 사후 결과
를 해석한 결과 사적인 토론 하브루타와 공적인 토론은 논리적인 말하기 실력에 유의미한 자극을 줄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문항 A. 다양한 생각을 풍부하게 발현하는 데 어느 학습이 더 도움이 되었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 각 4개의 학과 학생들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응답했다.
<표-1. A번 문항 응답>
제약식품공학부

항공서비스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부

종합

동일함

7

4

10

15

36

하브루타

19

19

17

13

68

공적인 토론

7

10

8

7

32

계

33

33

35

35

136

동일함은 0점으로 하고, 하브루타를 +1, 공적인 토론을 –1로 하여,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해석하고
자 한다. 이 경우, 평균과 분산(分散)을 구하면, 각각 0.26, 0.66의 결과를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
석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생각을 풍부하게 발현하는 데 학생들에게 하브루타가 더욱 도움이 될 확률은 약
82.57%이고 공적인 토론이 더욱 도움이 될 확률은 약 61.35%이다. 이러한 수치를 보았을 때, 하브루타를 활용하
는 방안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풍부하게 발현하는 데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항 B. 생각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데 어느 학습이 더 도움이 되었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 각 4개의 학과 학생들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응답했다.
<표-1. B번 문항 응답>
제약식품공학부

항공서비스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부

종합

동일함

6

6

6

14

32

하브루타

10

13

9

10

42

공적인 토론

17

14

20

11

62

계

33

33

35

35

136

동일함은 0점으로 하고, 하브루타를 +1, 공적인 토론을 –1로 하여,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해석하고
자 평균과 분산(分散)을 구한 결과는 각각 –0.14, 0.74이며,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생각
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화 하는 것은 하브루타보다 공적인 토론의 경우가 훨씬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
했다. 학생들에게 하브루타가 더 도움이 될 확률은 약 65.89%, 공적인 토론이 더 도움이 될 확률은 약 77.35%
로, 수치상으로도 학생들에게 공적인 토론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항 C.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데 어느 학습이 더 효과적이었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 각 4개의 학과 학생들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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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C번 문항 응답>
제약식품공학부

항공서비스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부

종합

동일함

4

3

9

13

29

하브루타

9

9

10

2

30

공적인 토론

20

21

16

20

77

계

33

33

35

35

136

동일함은 0점으로 하고, 하브루타를 +1, 공적인 토론을 –1로 하여,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해석하
고자 한다. 이 경우, 평균과 분산(分散)을 구하면, 각각 –0.34, 0.67의 결과를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
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공적인 토론의 응답이 많
았다. 학생들에게 하브루타가 더 도움이 될 확률은 약 57.4%, 공적인 토론이 더 도움이 될 확률은 약 84.9%
로, 수치상으로 확인할 때도, 학생들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조리있게 말하는 것은 공적인 토론의 경우가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항 D. 생각을 편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데 어느 학습이 더 효과적이었나요?

위와 같은 질문에, 각 4개의 학과 학생들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응답했다.
<표-1. D번 문항 응답>
제약식품공학부

항공서비스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부

종합

동일함

5

4

10

13

32

하브루타

22

23

23

19

87

공적인 토론

5

5

2

3

15

계

32

32

35

35

134

동일함은 0점으로 하고, 하브루타를 +1, 공적인 토론을 –1로 하여, 어느쪽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해석하고
자 한다. 이 경우, 평균과 분산(分散)을 구하면, 각각 0.54, 0.47의 결과를 얻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
석하면 다음과 같다. 생각을 편하고 자유롭게 말 하는 것은 하브루타가 월등하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
제로, 학생들에게 공적인 토론은 약 47.83%의 확률로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반면, 하브루타는 약
93.43%의 확률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주관식 질문 2문항 에서는 하브루타와 공적인 토론에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문항 E. 하브루타에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세요.

이 문항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점, 대중 앞에서 토론하지 않아 친구들과 대화하듯
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점, 많은 의견을 주고받는 점,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점 등으로 좋았다는 의
견을 준 학생들이 많았고,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특별히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말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점을 어려운 점 혹은 아쉬운 점으로 적어준 학생들이 있었다. 공적인 토론
과 관련해서 토론 전에 하브루타로 미리 토론을 해봐서 토론에서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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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F 대중 앞 토론에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세요.

이 문항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내 의견을 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글을 정리하는 연습이 되었
던 점, 말하는 연습, 정리하는 연습이 되었던 점,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많이 되었던 점, 체계적으로 논거,
반박, 반론을 준비하여 토론이 재밌었던 점, 자료조사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점, 더 깊게 다시 한 번 생
각하고 말할 수 있었던 점, 주제에 대해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점, 다수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완해 논리적, 체계적으로 말하기를 하게 된 점, 정식적인 토론을 하여 대중 앞에서 말하는 데 능숙
해지는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점, 내 주장을 알릴 수 있었던 점, 대중 앞에서 발표하기 전에 항상 떨렸는데 토론
을 하면서 떨리는 감정이 많이 사라진 점, 토론 주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된 점,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떨림이 줄어들며 신뢰성 있는 근거와 이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점, 평소에 많이 부족하
다고 느낀 분야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점, 예의를 갖추고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을 좋은 점으로 적어주었고, 대중 앞이라 실수할까봐 너무 부담되었던 점, 반론이 너
무 부담되었던 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던 점, 소심한 성격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긴
장하여 발언을 잘 못하였던 점, 토론을 여러 명이 해서 말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 준비한 내용을 다 말하지 못한
점, 차례를 지켜야 해서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한 점, 토론하는 것이 평가받는다 생각하니 정리해놓은 의견
이 잘 나오지 않은 점, 토론 순서가 어려운 점, 반박하기 어려움, 대중 앞이라 말을 잘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
게 되는 점, 교차토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으로 적어주었다. 하브루타와 공적
인 토론에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느낀 점 등에 대한 학생들의 답에서 도출된 워드 크라우드는 아래와 같다.
하브루타,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느낀 점

대중 앞 토론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느낀 점

3. 결론
사고와 표현 2는 토론을 중심으로 사고력과 말하기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2018학년도
2학기 본 강좌 수강생들의 토론수업에 대한 인식과 문제 진단을 위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대중 앞 토론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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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하는 데 있어 실수하거나 창피를 당할까봐 이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찬
반 토론에서 찬반의 입장을 임의로 정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신념에 대한 진정성의 훼손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
게 되었다. 그룹토론과 찬반토론의 쟁점 대립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설득력과 논리적 사고 함양의 학습효
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토론 교육효과를 강화하면서 토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토론을 대하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토론학습의 수업효과를 향상시키면서 토론이 지닌 문제를 개선하는 한 방안
모색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대중 앞에서 찬반 토론을 하는 논리적 말하기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그룹 토론 준비 단계에서 짝 활동 혹은 4명 이내 소그룹 말하기 활동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상대방과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극명하게 대립되어 논쟁을 하는 발언 방식에 부담과 거부감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은 틀린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인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토론과 보완적인 하브루타의 장점은 대중 앞 토론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
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적인 대화 방식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포퍼 형 형식토론
을 창안한 칼 포퍼가 토론에 대해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통
해 진리에 더욱 다가간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감안할 때 토론도 경쟁학습을 통한 경쟁학습을 지향하지만
찬성 반대 대립의 일반적인 형식토론의 틀을 벗고 질문 위주로 다양한 관점의 생각을 발산하도록 유도하는 하
브루타는 학생들의 자기생각 표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주며 토론 학습 효과 향상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브루타를 통해 질문과 답을 스스로 도출하는 자기주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매 차시
하브루타 학습에서 교수자가 안내해주는 방식과 주제에 대해 조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끌어내어 다각도
적인 사고로 내용을 생성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가게 된다. 또한 대중 앞 토론말하기에
앞서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 논거에 대해 사전에 동료들과 의논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토론 준
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 앞 토론 준비 시에 토론 방식에 따라 팀원이 함께 역할을 나누고
발언을 공유하는 방식도 있지만 본 수업에서 활용한 토론 방식은 퍼브릭 포럼 디베이트 방식으로 이 토론은 개
별 발언자가 각자 자신이 준비해온 발언으로 발언하고 즉석에서 상대팀의 토론자와 교차조사를 하는 토론 방
식이어서 실제로는 조원들간에 발언을 함께 준비하기보다 자신이 준비해온 발언으로 발표하고 즉석에서 질문
과 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브루타 활동에서 동료들 간에 질문과 대답, 대화와 협력 활동 능력을 강화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덧붙여 본 하브루타 활동에서는 매 차시 조에서 한 명씩의 조장을 선출하여 조장
이 그날의 하브루타 학습의 리더로서 전체 활동을 이끌어가도록 하였으며 매 차시마다 조장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하여 전체 하브루타 활동 과정 동안 리더십과 팔로워십, 펠로우십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 면대면 대화보다는 비대면 대화와 소통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하브루타는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서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브루타와 공적인 토론 활동 후 설문한 결과 토론 수업에 앞서 하브루타 활동을 한 것은 대중 앞 말하기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브루타와 공적인 토론은 논리적인 말하기 실력 향상에 보완이 된다고 생
각한다에 긍정적인 답을 해주었다. 하브루타와 공적인 토론의 학습 지향 차이에 대한 설문 결과 학생들은 다
양한 생각을 풍부하게 발현하는 데와 생각을 편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데는 하브루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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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였으며 그에 비해 생각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데와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데
는 공적인 토론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답해주었다. 이는 하브루타와 공적인 토론이 학습 지향에서 차이가 있
는 것을 시사해준다.
향후 사적인 논리대화 하부르타 학습과 공적 토론 학습모델과 결합하여 사적인 말하기와 대중 앞 말하기,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논리적인 의사전달 방법의 효과적인 결합을 통한 사고와 표현 - 말하기 강의 모형을 개
선해나가고자 한다. 향후 대중 앞 말하기의 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찬반대립 토론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의 신념
에 반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감안해야 하는 찬반토론시 진정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
을 모색함으로써 논리적이고 공적인 말하기의 학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는 것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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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대중 앞 토론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적인 논리대화 하브루타 활용사례”에 대해

김유미(단국대)
학생들에게 토론수업이 유용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수업환경이 복잡하여 일정수준의 만족스런 효과
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발표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수자로서의 책무이기도 하기에 연구 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이미 ‘사고와 표현 2’ 아카데미 토론
수업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셨고 연장선에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
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2019년 ‘사고와 표현 2’의 교재에는 하브루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이와 관
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대의 이전 교재나 제가 보아온 여러 대학의 말하기 교
재에서는 발표, 토론 등 말하기의 여러 방식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기에 이렇게 구체적
인 방법론을 적용한 교재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표문의 중심에서 벗어난 질문 같지만 교재의 기
본 방향과 하브루타 활용이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교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 발표
문에서는 하브루타의 활용 사례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브루타 자체가 토론의 방식이자 종류일 수 있기에
아카데미 토론이 아닌 토론의 넓은 범주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브루타를 아카데미 토론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하브루타가 아카데미 토론의 목표나 지향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관계설정이 있어야 할 것 같
습니다. 하브루타는 협력적 말하기라는 점에서 토의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토론과 비교를 하면
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2.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하브루타 수업활동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주간의 수업에 대한 활동을 설명
하셨는데 하브루타 활동 2를 보면 주제 고르기와 토론하기입니다. 논제에 대해 설명해주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
장에 대해 이유와 논거를 들어 의견을 말하는 활동인데 이러한 활동이 의미가 있지만 이는 하브루타의 목표인
사고의 확장(확산적 사고의 확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는 친구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통해 어느 주제가 더 흥미로운지 혹은 새로운지, 설득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여기서 토론에 대한 기초이론을 가르치는 ‘쉬우르’라는 학습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학생과 교
수자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지만 토론 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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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쉬우르’ 방법이 토론이론 설명에 활용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2-1. 하브루타 활동 3에서는 구체적인 논제로 논쟁중심 하브루타 활동을 찬반을 나누어 하는데 기사를 읽
고 논거를 조사 정리하고 쟁점 충돌지점에 대해 추가로 논거를 조사하여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등 토론 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수업시간에 소화하기 힘든 부분을 포
함하고 있는데 수업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2. 이 활동은 하브루타 활동인데 논쟁적인 토론을 짝과 연습하는 활동으로 그 역할이 제한됨으로써 원
래의 의도나 효과와 거리가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굳이 하브루타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
다. 방법론으로 제한된다면 하브루타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 것인지요. 이는 처음의 질문과도 연관됩니다. 사적
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나 짝과 이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불
러도 되는 것이니까요. 학생들 각자에게 맡겨진 활동을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란 차이 외에 무엇이 더 있을지
요. 공적 말하기의 부담감은 발표하기나 토론 모두에 해당합니다. 토론이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외
부적 시선에 한정하자면 발표하기가 더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은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외부적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발표하기는 온전히 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적인 말하기
는 곧 연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지요.
2-3. 하브루타 활동에서 교수자의 피드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교수자가 각 팀을 돌아다
니며 원활히 진행되도록 안내해준다고 했는데 실제 피드백보다 학생들의 활동진행을 확인하는 의미가 더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활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
금합니다.
3. 이겨야 하는 경쟁 토론인 아카데미 토론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견해중심 토론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
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견해중심 토론이 ‘사고와 표현’ 교과목의 목표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
발표문에서 방법론과 목표가 계속 부딪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학습목표와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말하기 교재의 구성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 아카데미 토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과 관련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앞 토론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적인 논리대화 하브루타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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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양교육으로서의 플립러닝을 활용한 스피치 교육
- 동의대학교의 「멘탈스피치」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신윤주(동의대)

1. 서론
매일경제 2015년 6월 16일자에 의하면 <2015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에 처음으로 5분 스피치
평가가 도입되어 화제가 되면서, 교육기관에서는 스피치교육에 대한 고민의 문을 열었다. 이제 스피치 능력은 단
순히 개인의 개성이 아니라 사회적 경쟁력으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5월 13일 YTN에서는
<직장인 10명 중 9명 “스피치 두렵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능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스피치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직장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대인관계
능력과 스피치 능력, 그리고 전문 자격증 보유가 각각 TOP3에 올랐다. 특히 스피치, 발표 능력이 자격증이나
전공지식 같은 이른바 ‘취업 스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강조하였다.
<2018 하반기 공채를 기점으로 학력과 출신지 등을 묻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을 중심으
로 사기업까지 확산>1)되면서 스피치. 이미지메이킹 학원들이 성황하게 되었다. 이는 블라인드 전형의 확산으로
대면 면접이 중요해지면서 이미지트레이닝, 스피치 학원으로 취준생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면접에서 좋은
첫인상, 다음으로 표현력과 전달력 등 말솜씨와 면접관 질문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순발력의 필요성
을 느끼게 된 이유이다. 이미 학원가에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한 면접 특강, 일대일 면접 컨설팅과 면접 피키
지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를 찾는 취준생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2)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글과 말이 시대적 핵심담론이다. 그러하기에 대학생들의 생각
이 글로, 자신감 넘치는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스피치 교육이 필요하며, 스스로 가지고 있

1) 2017.10.15. 머니투데이 <‘외모, 언변이 스펙’.. 블라인드 채용에 취업시장 변화>
경
 기도 산하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통합 공채가 시작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역대 최대 규모로 하반기 신입
공채 모집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상시 채용 면담 프로그램 ‘힌트(H-INT)', CJ그룹의 ’리스펙트(Respect)전형‘, 롯
데그룹의 ’SPEC태클‘, KT의 ’스타오디션‘ 등 민간 기업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 중이다.
2) 강
 남B 스피치 학원에서는 “주로 아나운서나 승무원을 준비하는 수강생이 많았지만 블라인드 채용 때문인지 요즘은 일반기업
면접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수강이 늘었다”며 “수요에 맞춰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별로 면접 준비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
다”고 말했다. 면접 대비 수업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이스 트레이닝과 면접 3~5회를 봐주는 패키지는 1백만원이 훌쩍 넘으며,
일대일 컨설팅 비용도 1회에 20만원대에 달하기도 한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취업하는 취준생에게 또 다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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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단점을 찾아내어 더 큰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대학교양교육으로서의 스피치교육이 단순히
학점채우기식의 1회성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교수자는 시대적 흐름을 명확히 읽어내고 강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스피치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의 원칙과 기술을 전달하고, 실전 적응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만큼 기존
의 일반 강의실에서 교육효과를 상승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스피치 능
력에 대한 점검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강의실 문제, 수강신청 인원수, 차시별 수업 연결성을 고
려한 교수계획서 등, 다소 부수적인 부분까지도 고민해 봐야 할 지점들이 분명 있다. 하지만 언급했던 부수적
인 요소들이 이제는 주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 교육이 스피치교육이다. 이에 플립러닝이라는 수업구조방식을
활용했을 때, 스피치능력향상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참여를 하여야 하고, 실제 학
습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스피치 교
육은 이론을 통한 학습보다는 실습과 피드백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교수자
역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최근 국내 대학에서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스피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 사회 지도자의 자질로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대학 내에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국내 대학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교양과정으로 스피치 관련 과목
을 개설해 실질적인 말하기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김현주, 양승목, 2004/ 백미숙, 2009). 현재 국내 대학들은 기
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관련 과목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앞 다투어 말하기 교육을
강화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김현주, 양승목, 2004:94)3) 최근 직장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서 비
교적 발표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중에도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스피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발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최은서, 2014)
플립러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플립러닝 수강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권오남,
2014)

최근에는 MOOC를 기반으로 한 플립러닝 수업(프로그래밍 언어)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플립러닝의 효과를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 교수자의 학생 이해가 높아진다는 점 등으로 평가

3) 김현주, 양승목(2004) “국내외 대학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교육현황 - 국내대학사례 -”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3-124.
국
 내 대학의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교육은 그 명칭이 다양하며 학교에 따라 교양과목 혹은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근래
들어서 언론정보학과(신문방송학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해마다 신설하고 있는 변화가 포착된다. 예를
들어 연세대의 <쟁점과 토론>, 경북대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론 및 실습> 같은 과목은 모두 2004학년도 2학기부터 개설 운
영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언론정보학(신문방송학) 분야 전공학과가 있는 대학이 없는 대학보다 말하기 관련 과목을 대학 전체
교양이든 학과(학부) 전공이든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공과정이 학부로 독립되어 있는 경희대학교와 광운대학
교의 경우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연계하여 가장 다양한 스피치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이것은 해당 대
학 관련학과 교수진의 세부 전공별 구성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에 따른 차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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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구본혁, 2015) 플립러닝 형태의 수업이 수강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습자와 교수
자의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 몰입도,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어려울 경우 플립러닝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학습 환경에 따른 교
육 기회의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구본혁, 2015)는 측면에서 플립러닝을 우려하고 있기도 했다.
동의대학교 학부 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 공학’이라는 플립 러닝 과목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
업 운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족이라는 응답은 60.3%,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12.4%로 나타났다
(구본혁, 2015)

3. 스피치 강좌 동향
그동안 스피치 교육은 대부분의 많은 대학이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언론정보
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연결한 PT 실습위주의 스피치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과목명으로 특정전공학과를 넘어 선택(자유)교양과목으로
개설 운영이 확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부산 지역 대학에서의 스피치 강좌 운영 실태 조사4)
대학

과목명 / 학점

비고

1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051)663-4028

스피치커뮤니케이션 / 2학점

- 광고홍보학과 전공학부기초(1학년)

2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051)629-3472

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 2학점

- 선택교양
- 2학기에만 개설
- 전 학년 수강 가능

3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051)320-1899

프리젠테이션과 화법

- 2017학년도 2학기까지 개설
- 편성예정

4

동아대학교 융합교양대학
(051)200-6432

생각정리스피치 / 3학점

- 자유교양
- 1학기, 2학기 개설
- 전 학년 수강 가능

발표와 토의 / 2학점

- 선택교양
- 2019학년도 1학기 10개분반
2학기 5개분반
- 전 학년 수강 가능
- 2020학년도 유사교과와 통합되어
필수교과목으로 개편 예정.

5

부경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051)629-6940

6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051)510-3845

7

부산카톨릭대학교 인성교양대학
(051)510-0559

4) 2019학년도 개설강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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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스피치 / 3학점

- 학과 전임교원 교양과목 편성 위주
- 평생교육원
- 융복합과목
- 1학기, 2학기 개설
- 2학년이상 4학년 1학기만
- 정원 20명

8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051)999-5379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 2학점

- 선택교양
- 전 학년 수강 가능

9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051)540-7337

학술발표와 이슈토론 / 2학점

- 선택교양
- 2학기에만 개설

동의대학교의 경우 자유교양과목(2학년이상)으로 스피치교육이 가시화된 것은 2017학년도 1학기 「멘탈스피
치」 강좌가 개설되고 나서부터이다. 광고홍보학과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2011
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는 「스피치PT 및 실습」이라는 강좌명으로 교양과목이 아닌 전공핵심으로 개설되어 미
디어광고학부 1학년 학생들이 1학기에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표 2> 일본대학에서의 스피치 강좌 운영5)
대학

1

홋카이도 대학
(北海道大学)

과목명

일반교육연습(신입생 세미나)(一般教育演習(ﾌﾚｯｼｭﾏﾝｾﾐﾅｰ)
듣는 힘·말하기 힘의 훈련(聞く力・話す力のトレーニング)

일반교육연습(신입생 세미나)(一般教育演習(ﾌﾚｯｼｭﾏﾝｾﾐﾅｰ)
듣는 힘·말하는 힘의 이론편(聞く力・話す力の理論編)

2

도호쿠 대학(東北大学)

3

츠쿠바 대학(筑波大学)

4

오사카 대학(大阪大学)

5

스즈카 대학(鈴鹿大学)

아카데믹·커뮤니케이션(アカデミッ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

6

오비린 대학(桜美林大学)

스피치 커뮤니케이션론(スピーチ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

7

페리스여학원대학
(フェリス女学院大学)

비고
1학년
1학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グローバ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

아카데믹·커뮤니케이션 1 - 전달하기 위한 기초(アカデミッ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1 -伝えるための基礎-)

파워스피치(パワースピーチ)

*세계 각국 유학생이 많은
글로벌 대학으로 학군제 도입

논의와 의사결정(議論と意思決定)
듣고 말하는 기술(聞く話すのスキル)

2008년 일본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중앙 교육 심의회에 보내는 답신에서 「학사과정 교육 구축을 위해」 틀
안에서 학사과정 교육의 질적 전환에 대해서 「주체적인 학수(學修)시간의 증가·확보를 비롯하여, 학사과정 교
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선순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15년 7월 무코가와 여자대
학 정보교육연구 센터 정기간행물(武庫川女子大学情報教育研究センター紀要)에 「반전수업의 동향과 과제(反轉授業の
動向と課題)」라는
(學修)

연구테마로 나카노 아키라(中野 彰)는 선순환의 중심적 개념은 액티브러닝이며 주체적인 학수

시간의 증가·확보와 액티브러닝을 포함하는 실천 활동으로서 반전수업(反転授業)이 있다고 활성화가 필

요함을 제언한 바 있다.
일본에서 반전수업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립러닝 수업을 말하며, 2011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험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역시 해마다 교육개편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에 맞춰 다
양한 수업방식과 그에 따른 지침서를 적용시켜 시도는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이런 새로운 수업방식 적용이 교양과목에 비해 전공과목이 활성화되어 있다. 플립러닝 수업이 잘

5) 일본의 도쿄대학, 사이타마 대학의 경우는 교양대학이 운영 교양과목을 활성화 시켜 개설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
대학은 학과에서 교양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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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고 있는 학교로는 나고야(名古屋) 대학으로 2016년 「계산기 기초수리」라는 교양과목으로 디지털회로에 대
한 전반적인 이론과 연습을 통해 실제 실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에게는 제법 인기가 높
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학교로는 에히메(愛媛) 대학에서는 이공계관련 전공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음
을 사례집을 통해 알 수 있었다.(2017年3月 反転授業の実施{方法と事例集, 愛媛大学理学部, 反転授業ワーキンググループ）

4. 플립러닝을 활용한 「멘탈스피치」 강좌 수업설계 내용
<표 3> 동의대학교 2019-2학기 플립러닝 강좌 추진일정

<동의대학교 플립러닝 교수법 운영>6)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주관 교수법 특별과정 수료자 또는 기존 플립러닝
수업 유경험자(수업계획서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와 같은 선정기준으로 자유교양, Bridge교양, 전공핵심, 전공심
화 강좌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플립러닝 운영계획서의 경우 플립러닝 수업설계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며, 선정된 강좌의 경우는 플립러닝전용강의실로 배정받게 된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는 플립러닝
강좌 최종 선정 후에는 기존의 개강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과 결과 보고서 제출 외에 학기 중 중간점검 회의진
행(중간시험 기간:2019.10.24.) 별도의 회의를 거친다. 플립러닝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이 수업에 대한 전반적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여 수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플립러닝 행정적 모든
담당 업무는 학사과에서 총괄하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담당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2019학년도 2학기에는 전공심화 9강좌, 자유교양 4강좌로 13개의 강좌에 대해 플립러닝 교과목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플립러닝 수업 운영 기준으로 우선, 강의는 반드시 플립러닝 강의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강인

6) ■ 동의대학교의 <2019학년도 2학기 Flipped Learning(F/L)> 운영 관련 기본 방안(일부)
1. 강
 의는 F/L 강의실에서 이루어져야 함 : 가. 인문대학2호관 508호(55명), 산학협력관 314호(35명:<멘탈스피치>), 정보공학
관 322호(55명), 지천관304호(55명), 국제관 801호(55명)
2. 강의 규모는 최대 55명 기준
가. 팀
 학습을 위한 공간 배정, 기자재 배정 등을 고려하여 55명 이상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교수가 수업을 적절히 통제
하기 위해서 55명 이하로 제한함
3. 15주 수업을 기준으로 시험기간을 제외한 13중 중 7주 이상이 F/L으로 진행되어야 함
(중략)
6. 1주 수업 기준으로 F/L러닝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가. 수업 내용을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before class 자료) 제공, DOOR 시스템 활용 필수
나. 본시 수업에서는 강의식 수업이 불가능하며, 학생이 주도하고 교수는 이를 보조하는 수업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
다. 학생의 수업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형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라. 학생의 자기성찰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7. 수업과정에 스마트미디어, 스마트기기를 활용을 권장함
8. In Class 수업과정은 시험을 제외한 13주 중 7주 이상 스틸사진, 강의운영 동영상을 촬영하여야 함
9. Before Class 수업자료는 반드시 우리 대학 DOOR시스템(http://door.deu.ac.kr)에 탑재해야 함
(수업자료가 URL, Youtube 등의 자료일 경우 URL을 명시할 수 있음)
10. 강의 종료 후 교수자가 운영한 교과목별 산출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임
※ 강의운영에 대한 기본방안(녹화 및 기타 산출물등)은 개강 전 회의과정을 통하여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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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팀 학습 및 교수자의 효과적, 효율적 퍼실리테이션을 위해 최대 55명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멘탈스
피치 강좌의 수강 제한은 35명이다. 15주 수업을 기준으로 시험기간을 제외한 13주 중 7주 이상이 플립러닝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플립러닝 수업설계는 <Before Class-In Class-After Class>로 설계되어야 한다.

4.1. 「멘탈스피치」 수업 목표와 주요 학습활동(Before Class-In Class-After Class)
교과목 최종 수업목표로는 「멘탈스피치」 교과를 통해 스피치의 원리와 실전 기법을 이론적인 토대에서 올바
르게 체계화하고 스피치의 본질, 사전 분석 사항, 스피치 준비 절차와 실행 방식을 이해 할 수 있다. 다양한 주
제에 대한 스피치 활동을 촬영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셀프 피드백 및 상호 피드백>을 진행하며, 스피치 능력을
체계화하고 실전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며,
세부 수업 목표로는 ①<발표불안의 극복> ②<스피치 실행 때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 ③<발성 및 발음의 음
성표현력향상> ④<스피치 내용의 논리적 구성과 조직화>와 같이 제시한 네 가지 특징을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학생개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에 주력한다.(※교수계획서의 <교수님의 특별한수업 이야기>에 제시하여 강의시작되는 오리
엔테이션에 세부 수업 목표에 대해 명확히 인지)

<교수자>는 Before Class에서 ■수업자료 제시(■ 동영상 ■ 텍스트 □ 오디오 □ 이미지 ■ 기타<관련 논문>) 과
목 특성 상 In Class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Before Class에서 학습자들이 충분
히 응용, 활용할 수 있도록 DOOR 시스템의 공지사항과 강의자실에 명확하게 공지하고, <피드백>을 진행하도
록 준비한다.
In Class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등 ① <카카오 단체 채팅방 오픈 개설>하여 발표자 이름을 교수자
는 공지하고, 학생들 상호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② 직전 주에 공지한 활동 주제와 관련 자료들
을 Before Class에서 학습한 것을 잘 응용, 활용하였는지, 개별스피치(1~2분 소요)를 통해 <발음/발성/호흡/포
물선화법>등 스피치 기술들을 점검하여 트레이닝을 진행한다.(연습이 더 필요한 학생들은 보완지점은 개별 피드백 진행)
After Class에서는 형성평가 및 정리활동(교수자 summary)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In Class에서 학생들이
<카카오 단체 채팅방>에서 발표자에 대한 스피치를 듣고 학생들 간 상호 피드백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 개인이
잘하고 있는 지점과 부족한 부분을 매주 체크하여 <피드백지>에 정리함. 정리한 <피드백지>를 해당주차 DOOR
시스템 메뉴 <수업활동일지>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다.
<학습자>는 Before Class에서 ■학생활동(수업노트 작성)을 중심으로 ① 학습자는 교수자가 DOOR 시스템
메뉴 <강의자료실>에 다음 주차에 진행될 수업흐름을 확인한다. ② 교수자가 제시한 mission 1과 mission 2
를 수행준비. ③ mission 1은 DOOR 시스템 메뉴 <DOOR>에 탑재되어 있는 영상 혹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
여 주요 깊은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당양식에 정리하여 DOOR시스템 메뉴 수업활동 <수업활동일지>란에 탑재
④ mission 2는 관련 자료들을 응용, 활용하여 교수자가 제시한 주제의 스피치를 준비한다.
In Class에서는 ■창의적 기법 활용(무엇을 활용했나)을 중심으로 ① In Class에서는 Before Class에서 준비
하고 계획한 mission 1과 mission 2를 수행을 실제로 해 본다. ② 이때 교수자는 3주차, 8주차, 해당 팀발표
주차 <3회>의 발표에 대한 녹화하여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점을 하도록 제시하고 학생들
은 Before Class에서 스스로 잘하고 있는 지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 주도적인 학습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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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lass에서는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① Before Class와 In Class에서 진행된 mission 1과 mission
2에서 교수자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점검을 한다. ② 점검한 피드백 내용을 토대로 다음 주차 수
업에서 어떻게 반영하여 보완할 것인지를 찾고, 다음 주차에 다시 실제로 스피치를 적용해 보는 과정을 반복함
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자존감>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 주차별 강의진행 내용
<표 4> 멘탈스피치 주차별 교수계획서
■ 주별 학습 내용
주별

before class
수업목표

in class
학습 내용

1주

수업목표

수업방법
학습 내용

오리엔테이션

교과목 소개
플립러닝 교수-학습방법 안내

강의
○
플립러닝

2주

1장 스피치 이해

* 스피치란 무엇인가

* 말의 중요성

① 1분 자기소개서

강의
플립러닝 ○

3주

1장 스피치 이해

* 습관의 법칙
* 기대와 믿음

* 스피치의 삼다조건

②젓
 가락 활용
발음-발성-호흡(공명점) 찾기

강의
플립러닝 ○

4주

2장 스피치 원칙

* 커뮤니케이션 조건

*스
 피치의 관계
기법-①

③ 기억에 남는 사람

강의
플립러닝 ○

5주

3장 스피치 기법

* 커뮤니케이션 관계
기법

*스
 피치의 관계
기법-②

④ 특별한 기억

강의
플립러닝 ○

6주

3장 스피치 기법

* 발음

⑤스
 피치의 <삼다요소+관계기법>
응용한 스피치

강의
○
플립러닝 ○

7주

3장 스피치 기법

* 발성, 호흡

⑥자
 신의 진로 혹은 전공 관련 자유 강의
○
스피치(자가 진단 및 상호피드백) 플립러닝 ○

8주

*1주~8주차까지 개별중심

중간시험

9주

<중간시험>-영상 모니터링

<교수자 중간점검표> - 개별 확인
<팀원들과 상호피드백>
<팀 활동> 준비

10주 4장 스피치 연습

* 커뮤니케이션 원칙

* 기법체계
* 스피치 준비
* 무대공포증 극복

강의
플립러닝
강의
플립러닝 ○

* 개인의 인간미를
활용하라
* 말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라

* 포물선화법

이론 활용-팀별-<1>
: 실천전략 펼치기

강의
플립러닝 ○

11주

5장 스피치 기법
활용

* 자원 찾기
* 정보의 전달

* 제스처

이론 활용-팀별-<2>
: 실천전략 펼치기

강의
플립러닝 ○

12주

5장 스피치 기법
활용

* 일치시키기
* 모델링

* 표정

이론 활용-팀별-<3>
: 실천전략 펼치기

강의
플립러닝 ○

13주

6장 스피치 적용의
실제

* 경청의 방해
* 상황별 스피치

* 자세

이론 활용-팀별-<4>
: 실천전략 펼치기

강의
○
플립러닝 ○

14주

6장 스피치 적용의
실제

* 생활스피치
* 리더십 스피치

* 이미지메이킹 트레
이닝

이론 활용-팀별-<5>
: 실천전략 펼치기

강의
○
플립러닝 ○

기말시험

강의
플립러닝

15주 *10주~15주차까지 팀별중심

300

세션 5 의사소통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

4.4. 동의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DOOR7)를 중심으로 수업설계

[사진 1] 동의대학교 DOOR 멘탈스피치 강좌 메인메뉴

「멘탈스피치」 라는 자유교양강좌는 플립러닝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며, 35명이라는 수강생 제한이 있다. 교
수자는 주차별 강의가 진행될 때마다 DOOR 시스템의 메뉴<강의자료>에서 해당 주차의 강의에 활용 되는 교재
및 자료, 영상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응용, 활용해야하는 이론에 대한 텍스트들을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제시한 주된 이론내용(PPT, 한글파일 혹은 PDF 형태의 관련 논문)과 교수자가 핵심 내용을 정
리한 5분에서 10내외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강의 파일 또는 관련 영상을 충분히 사전 학습을 하여야 한다. 사전
학습 확인을 위해 다음 주차에 강의실에서 수행할 mission 1(이론 내용 혹은 동영상 내용에 대한 확인 질문에 대한 답안
작성)

/ mission 2(강의 영상을 통해 획득한 이론을 자기 것으로 체화하여 다음 강의시간에 발표진행)를 교수자는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진행이 원칙이며, 사전학습과 In Class에서 진행되는 활동
즉, 자신의 스피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한 ①<자가피드백>과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간, 팀원과 팀원
간의 ②<상호피드백>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학생 스스로 변화를 즉각적으로 체득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협력과 소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③<발표 및 토론을 통한 소통, 나눔, 실천 중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다양한 ④콘텐츠(교수자 자가 촬영, 관련 youtube영상 등)를 연구, 개발하여 플립러
닝 강좌라는 특성을 고려한 주차별 교수계획서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2] 동의대학교 DOOR 멘탈스피치 강의자료 메뉴

7) Dong-eui Open Online Resources, http://door.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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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동의대학교 DOOR 멘탈스피치 교수자의 강의촬영 강의자료

[사진4] 동의대학교 DOOR 멘탈스피치 학습자의 수업활동일지

5. 결론
본 논문은 논자가 2017학년 1학기, 2018학년 1학기, 2학기 2019학년 1학기, 2019학년 2학기 현재까지
「멘탈스피치」 강좌를 플립러닝으로 4학기를 실제 운영해 오면서, 스피치 교육에 대한 사례 점검 및 분석에 해
당되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향후 플립러닝을 활용한 스피치 교육에 대한 교수법을 다양한 관점에
서 타진해 보고자 한다. 2017학년도 1학기에 35명 수강생으로 처음 플립러닝으로 「멘탈스피치」 강좌를 개설했
을 때는 플립러닝이라는 강좌 형태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무엇보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강의동영상제작과 동영상 탑재과정에 있어서의 많은 시간이 소요했고, 시스템 활용에 미숙
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새로운 점검과 전략이 필요했다. 따라서 플립러닝을 통한 스피치교육을 진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수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교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멘탈스피치」 의
경우 교육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미디어개발 연구, 이론과 실습을 연계할 수 있는 강의자료 제시, 학습자들의
<스피치 리허설-모니터링-피드백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진행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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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수자는 플립러닝으로 운영되는 강좌에 대한 교육목표와 세부수업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철저한 수
업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즉 <Before Class - In Class - After Class>에서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인지시
키고, 학습하게 하여, 결과물로 도출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둘째, 준비된 교수설계계가 실제 시뮬레이션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교과목
분석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기초-학기 중간-학기 말 혹은 교과수행 정도의 진도에 맞춰> 점
검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매주 진행되는 mission에 대해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
져야 한다. 다른 과목의 수업방식과는 달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의미가 크게 작동되지 않는다. 이 과목의 특
성 상 학생들의 최종 평가는 사실 교수자의 평가보다 학생 스스로 혹은 학생들 간의 피드백을 통한 평가로 이
미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을 발견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긍
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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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대학교양교육으로서의 플립러닝을 활용한 스피치 교육”에 대해

하병학(가톨릭대)
신윤주 선생님의 발표는 대학에서의 스피치 교육과 플립러닝 교수법을 활용하여 동의대학교 “멘탈스피치”
수업을 설계, 운영한 경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업 전/중/ 후에서 학생들과 교수의 종합
적인 수업 및 교육 활동으로 셀프 피드백, 학생 상호 피드백, 교수 피드백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 방안의 세세한 내용과 노하우는 이론적 지식 습득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통해 능력을 기르는 것
을 목표로 하는 독서, 글쓰기, 토론 등의 기초교육에도, 또한 사회에서 직장인/지성인으로서 꼭 필요한 상호
협력 능력을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임에도 발표에 할애된 시간이 너무 짧아, 발표자가 다 말씀하시지 못한 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듣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자기 피드백, 특히 상호 피드백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터인데, 학생들
의 상호피드백의 관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상호피드백은 최종 성적 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하시는지요?
2. 주석 2)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교육 기관 중에서도 스피치 학원이 많은데, 대학의 수업과 학원의 수업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 세부 수업 목표 등에서 “학생개인의 역량”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역량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컨대 (문어)
의사소통역량, 협동역량, 문제해결역량 등을 최종 수업목표에 명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세부 수업 목표로 ①<발표불안의 극복> ②<스피치 실행 때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 ③<발성 및 발음의 음
성표현력향상> ④<스피치 내용의 논리적 구성과 조직화>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업 계획서의 목표와 학
습내용을 살펴보면, ②와 ③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①은 ②와 ③을 통해 해결)
발표, 연설 등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학문은 수사학입니다. 고전수사학에서는 발표자가 순차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인 일로 inventio, dispositio, elocutio, memoria, actio를, 설득의 요소로 logos, pathos, et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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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중 분석입니다. 물론 하나의 수업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체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수업을 보완할 내용, 새로운 심화 교과목을 계획하시고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양교육으로서의 플립러닝을 활용한 스피치 교육- 동의대학교의 「멘탈스피치」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305

세션 5-6 학습자 주도의 의사소통으로서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균형적 향상 방안에 관한 고찰 - 서평과 칼럼 쓰기를 중심으로

학습자 주도의 의사소통으로서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균형적 향상 방안에 관한 고찰
- 서평과 칼럼 쓰기를 중심으로

곽은희(한남대)

발표개요
사회 변화 속에서 특별히 대학생의 학문적 성취와 개인적 정체성 정립의 측면에서, 자국어 의사소통능력 교
육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가속화 되는 영어 몰입 정책의 상황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한 대학 교양
교육의 연구는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대학 교양 교육에서 듣기 교육, 말하기 교육, 읽기 교육,
쓰기 교육, 등 네 분야에서 적정한 수준을 갖추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이 논의의 목적이다.
그 수준 향상의 목표 탐색을 위하여 특별히 한남대학교의 대학 교양 과목(종합적 사고와 의사소통)의 1년의 과
정에서 기초반을 중심으로 계열별·전공별 특성을 고려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기초반 교육의 특성은 차별화된
첨삭지도 방법론, 발표, 토론 그리고 교수 학습 지원 센터와의 적절한 협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성
취되는 소통의 4가지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수준을 갖추는 방안은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점으로 보고, 경험적 반복 수
업을 기초로 하되, 학습자의 만족한 수업의 조건으로 ‘즐거움’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것을 교수자와의 매개 도
구로서 ‘놀이 기제’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로서, 학습자와의 소통 기제
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각 대학에서 의사소통교육의 일부분으로 향후 대학별 사례로서 축적되며, 타 대학 사례와
의 편차를 검토하고, 좀 더 효율적인 긍정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제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안의 특성은 교
수자가 학습자와 밀접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있는데, 이것은 교양 교육의 목표인 인성 교육의 궁극적
실현을 지향하고,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시사하는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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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양 교육의 국어 교육을 교수하며, 학습자가 의사소통에서 읽기, 말하기, 듣기, 쓰
기의 4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 제기는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활발한 학
습자는 말하기와 듣기에 주력하거나, 소극적인 학습자는 읽기와 쓰기에 주력하게 되는 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교수법을 찾고자 그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그 방법으로 네 가지 과정을 모두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수업에서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생각하
였다. 경험 학습과 반복 기억으로 4가지 능력을 모두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확인된 학습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4가지를 수업 목표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학습자는 긴 수업 시간으로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 수업을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네 가지 수업 목
표를 성취하는 데 부담을 느껴 수업 목표가 오히려 억압과 스트레스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잘 하는
것만 집중하고, 그것 이외의 목표로 나아갈 때 사고력에 한계를 느끼고, 이미 수업에 흥미를 잃어 교수자가 목
표한 수업 성취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네 가지 수업 목표와 수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흥미를 지속하고,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습자
들의 수업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높은 비율로 ‘수업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지루하지 않은 수업이면 좋겠다’ 등
의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교수자의 의도인 경험 학습과 학습자의 요구인 놀이 효과의 두 가지를 매우 긴밀하게 연관시켜 새로
운 교수법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경험 학습의 방안을 수용하여, 네 가지 과정을 고루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한 구조화를 시도하였는데, 매우 단순한 규칙으로 설정하여 본 수업 목표를 성취하는 기제로서 도입하고자 하
였다. 그리고 놀이 규칙 기제로서 흥미성을 유추하여 학습 동기 부여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 계획
은 교수자의 영역이지만, 놀이적 규칙과 수행은 학습자의 영역이므로 학습자가 놀이 규칙을 충분히 즐기며, 규
칙 수행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 학습 방법으로 강조되는 학습자 주도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였다. 그래
서 최종적으로 교수자의 교수 방법을 통한 학습자 주도 학습의 성취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을 예측하였다.

2. 경험적 학습과 놀이 기제
이러한 보조적인 규칙 설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놀이의 특성은 상호간에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교수자
와 학습자들 상호간의 규칙은 교수자에게 동일 수업을 듣는 학습자 상호간에 수업을 놀이로 인식하게 한다.
이것을 놀이 기제로 명명하는데, 학습자가 규칙을 어기면 학습 놀이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규칙을 지키면 놀이
를 계속하는 것이다. 규칙을 지키면서 학습을 계속하면 4단계의 학습 과정을 경험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듣
기 능력이 균형 있게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학습자 요구를 기반으로 설계된 교수자와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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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방식은, 교육의 변화로서 교수자의 수업 진행과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새로운 접점을 생성하는 동기
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놀이 규칙처럼 학습 규칙을 설명하고, 학습자가 그 규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네 가지 기능이 균형 있게 학습된다. 그런데 규칙은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도구이므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다만 흥미 유발과 학습 효과의 효율성을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다. 구체적으로 그 규칙은 수업 리듬으
로 작용하여 읽기-말하기-듣기-쓰기의 4가지 과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경험을 지속하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업 목표인 서평 쓰기와 칼럼 쓰기로 최종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4가지 경험을 중복하
게 된다. 서평쓰기와 칼럼쓰기는 대부분의 대학의 대학국어,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 포함된다. 그래서
서평쓰기와 칼럼쓰기를 중심으로 4가지의 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을 규칙화하고, 그것을 학습자의 심리에서 놀
이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반복적 경험 학습을 수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다.
2. 놀이적 관점으로서 수업 동기 부여 및 흥미유발을 위한 규칙을 설정한다.
3. 규칙보다 수업 목표가 우선되는 것을 전제하고, 학습자와의 소통으로 규칙을 개방화한다.
4. 경험적 학습과 놀이 기제의 융합적 효과를 확인한다.

3. 적용 사례
학습에서 놀이 기제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놀이 기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다
양한 연구에서 ‘유희적’ 활동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놀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이광주,
2008:204).

그런데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심리 분석을 근거로, 글쓰기 수업의 발표, 토론을 통한 서평과 칼럼 쓰기에서 놀
이 기제를 그 경험적 과정의 매개 도구로 사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놀이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학습 효
용성을 목표로 하 것이 아니고, 학습의 각 단계마다 연결 고리를 놀이 기제로써 장치하여 4단계 모두를 경험
하게 하고, 경험적 반복으로 4단계를 균형 있게 학습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 효용성을 위한 놀이로서 규칙 설
정은 학습 효과를 위한 학습자 심리를 근거로 하였다. 일련의 규칙이라는 면에서 시스템이지만, 학습자의 부
담을 줄이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이의 요소, 유희성으로 유희적 활동의 특성을 심리적으
로 강조하였다.
이것은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요구 조사를 기초로 한 점에서 변화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안이기도 하다. 학습자의 의견이 반영된 수업 설계로 학습자는 수업 설계에 참여한 사례이다. 놀이 기제는
각 단계별 동료 평가로써, 방법은 서명으로 표시했다. 동료 평가와 서명 확인으로 통과 의례처럼 놀이로 인식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 학기 수업에서 읽기-듣기-말하기-쓰기의 네 단계를 시스템화 하는데, 읽기는 교재의 텍스트를
읽고, 듣기, 말하기는 토론으로 그리고 쓰기는 서평과 컬럼 쓰기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의 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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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놀이 기제를 첨가하였다. 그 활동은 동료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동료 평가는 학습자 주도 수업을 기
반으로 한 수업에서 최종 평가에 동료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호 신뢰와 긍정적인 경쟁을 성취할 수도 있다.
수업 목표는 읽기에서는 읽은 후 요약 발표의 조별 활동과 서평 쓰기이고, 듣기, 말하기에서는 토론의 판정
단 활동(법적 선서)과 칼럼 쓰기이다. 그 과정에서 4가지 능력은 독립적이거나 복합적으로 학습되는데 학습자에
게는 균형을 갖춘 융합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을 예측했다.

3.1. 교수 방법 변화
기초반은 대학 전 학년의 학습 과정에 필요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집중 교육
이 필요한 학습자로 구성된다. 기초반의 특성은 인원이 20명 정도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
다. 그리고 강의식이 아닌, 체험식 경험 학습을 할 때 발표와 질문 등 개인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
서 상대적으로 학습 효율성도 높다. 그렇지만 학습자들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교수 방법에서 학습자의 흥미
를 유발하는 동기 부여가 부족하여 교수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학습 과정이 길어질 때,
일종의 억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놀이적 요소를 이용하여 학
습에 대한 억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과, 각 단계마다의 소단위 학습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여 학습에 대
한 흥미를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놀이 기제의 기능은 학습자가 공부를 놀이로서 인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1) 대학 기관과 교수자의 노력으
로 학습자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때, 학습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특별히 호모 루덴스의 특성
을 활용할 수 있다. 인간의 교육은 놀이로써 시작되었고, 최초의 교과서는 수수께끼 놀이 책이라는 근거 자료
가 남아 있다. 최근의 학습은 창의적 능력을 목표로 하며, 창의성이 유기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므로, 학
습에서 놀이적 요소를 개입하면 학습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놀이 기제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규칙으로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네 가지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다소 딱딱한 과정에서 일정한 리듬을 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종결과 시작의 촉발적 기
능을 할 뿐 특별한 학습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놀이 기제는 흥미를 지속하고, 놀이를 개입한 학습은 좀 더 기
억에 유리하며, 학습 부담감을 해결하여 창의적 학습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성취감은 전체 학습을 소단위 학습으로 구분하여 빠른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75분의 긴
수업으로 집중도가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강의 계획을 세울 때 20분씩 강의 목표를 구분하고, 그때마다 성취
감을 느끼도록 하면 학습자는 학습 성취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학습자가 성취감을 느끼기 위
하여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완성하며,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단계를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교수자가
의도한 네 가지 목표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서 모두 학습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
만 각 단계별로 이미 부분적인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습 전체 과정에 대한 심리적 만족이 이
루어질 수 있다.

1) 레
 스닉은 창의 코드 4P를 주장했다. 암기학습이 아닌 참여(project)/ 열정(passion)/ 동료와의 협업(peers)/ 공부가 아닌 놀이
(play)로써 창의력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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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업 내용
학습 효용성을 위한 놀이적 규칙은 학습 효과를 위한 학습자 심리 분석을 근거로 하였다. 먼저 시간 조정이
필요한데, 학습자는 75분의 수업시간 전체를 활용하는 긴 글쓰기의 수행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
업의 전반부를 학습자 조별 활동으로 발표, 토론을 하고, 후반부를 500자 글쓰기와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의 형식으로 수업 구성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평과 칼럼의 형식으로 500자씩 매 시간 쓰고, 그 주제에 관하여 교수자와 질문하고 답변한 후
에 칠판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500자를 쓰기 위하여 텍스트 읽기-텍스트 요약하기-견해, 주장 말
하기-질문 듣기-견해, 주장 말하기 등을 수행하여 4가지 능력을 균형있게 경험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500자
씩 4회 수행하여, 2000자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반복적인 텍스트 확인, 반복적인 글쓰기, 반복적인 질문 듣고 답하기, 반복적인 자신의 글에 대한 답변으로
학습자는 네 가지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게 된다.
서평과 칼럼의 최종 결과물을 제출할 때, 자기 점검표로 스스로 다시 평가한다. 교수자 대 학습자가 질의응답
내용은, 논점 파악-문제 제기-예시-예시-논증-주장의 과정이다. 그리고 교재에서 선택한 텍스트를 중심으
로 ‘읽기-주제 선정-토론(듣고, 말하기)-칼럼 쓰기’의 수행을 한다. 개별적으로 500자에 대한 자신의 요약을 교
수자에게 설명한다. 학습자와 교수자와 집단으로서가 아니고, 개인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학습자에게 교수
자와의 밀접함은 학습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또 교수자의 집중된 관심으로 자존감이 회복되고 교수자
의 인정으로 자신감이 상승된다. 무엇보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1:1의 인간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 교양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 중심 교육의 일면을 지향하게 된다. 기초반의 잠재적인 교육 내용은 교수자와의 신뢰 있는 인간
관계 형성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습자들은 4회의 500자 쓰기가 끝난 후에, 글감을 정리하여 2000자로 서평, 칼럼 쓰기를 한다. 이와 같은
500자 쓰기의 종합적 정리로 종합적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꼼꼼한 개인 지도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동일 주제
의 반복적 사고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었다.

3.3. 놀이 기능
기초반에서 교수자는 학습자 글쓰기의 첨삭을 다른 분반의 두 배로 한 학기에 4회 실시하고, 대학 기관은
스터디 그룹 구성을 독려하는 등 다양하고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기초 교양의 학업 부진에 대한 심도 있
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H 대의 한 사례이지만, 글쓰기 수업에서 인원을 축소하여 교수자와의 관계에 도움을 주어 교육의 평
균화를 넘어 평등화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공정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노력이라고 본다. 글
쓰기 과목의 학습부진 학습자에게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만으로는 부족한 것
을 배려하여,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나머지 교육에서 학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양 교육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민
주적이고 공정한 교육 혜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초반에 대한 특별한 수업 계획과 시스템화된 노력은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성을 시도하는 긍정적인 사례로서 의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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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기제를 학습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기능
에 대해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놀이 기제가 학습자의 심리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자들의 흥미
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산만한 학습 분위기로 인해 결국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학습 활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단순해야 한다.
서평, 칼럼 쓰기에서 놀이 기제가 되는 교수자의 질문 패턴은 칼럼쓰기의 형식에 관한 것이다.1. 무엇을 파
악했는가?/ 2. 문제제기는 무엇인가?/ 3. 근거 사례1 2, 3./4. 내 주장은 무엇인가? 등이다.
또 수업에서 사용된 놀이 기제는 다음과 같다. 말하기에서 토론 (모두 발언), 조별로 개인의 과제를 발표하고
동료의 사인으로 확인 받기이다. 듣기에서는 발표를 듣고, 수업 보고서 쓰기이다. 읽기에서는 서평 찾아 읽기
와 서평과 칼럼 요약 발표하고, 쓰기이다. 그리고 쓰기에서는 서평, 칼럼 쓰기, 수업 보고서 쓰기, 교수와 1:1
면담하여 질의 응답하기 등이 있다.
학습자가 4가지 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활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놀이로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학습을 즐거
운 놀이로 인지하도록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기초반에게 놀이적 단계의 필요성은 몇 가
지 면에서 다른 반과 변별된다. 먼저, 전 학기 학점이 낮고 성취도가 낮은 결과로 학업에 대한 억압이 있다. 억
압은 학습 효율성을 낮추므로 억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놀이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반 학습자는 놀이가 선택적인 행동이므로 단순한 규칙에 의한 조건 만족이라는 면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창의적 학습을 위하여 놀이성이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놀이는 일정한 규
칙이 있고, 그 규칙은 시스템화와 유사하다. 놀이적 시스템은 학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므로 학습자의
끈기가 부족해도 중도에 멈추지 않고 목표점까지 도달하는데 돕는 기능을 한다.
놀이의 기능은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규칙이 약간의 경쟁의 동기가 되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
습 스트레스와 대조되는 놀이라는 쉬운 행동으로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성취 감을 경험하여 학습자를 학습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의 반복된 학습 실패의 경험은 실패를 학습시켜서 쉽게 포기하도록 한다.
그런데 학습을 놀이처럼 하는 것은 놀이가 갖는 요소인 내용 결과 자체의 무의미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좌절을 경험하지 않게 되어 학습에 대해 포기 하지 않고, 학습 자체를 즐기거나 도전하게 된다. 놀이 규칙을 지
키기만 하여도 반복되는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습자 주도적 수업으로, 주입식을 탈피한 학습자의 선택
의 방법으로 그 내용은 모든 것은 학습자 스스로 경험하고 수행한다. 교재 및 교수자 제공 학습 자료 외에 스
스로 책을 선택하고 서평을 찾고 소개하기며, 동료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교재 및 교수자 제공 학습 자
료 외에 스스로 칼럼 선택하고 설명하며, 동료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등이다.
학습 효과에 미치는 반복 경험의 기능에 관한 이론과 시스템화 기능에 관한 이론 그리고 학습 효과에 미치
는 놀이 기능에 관한 이론은 좀 더 고찰할 것이다.

3.4. 기관
발표: 수업 자료: 교수학습지원센터:
http://cmaker.hannam.ac.kr/em/5b27048793068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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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maker.hannam.ac.kr/em/5c0df7fcf2a96 (2018. 12)
동영상 분석 결과로 나타난 것은, 학습자들은 각각의 텍스트를 읽고, 상호 학습자들과 말하고, 들으며, 정
리하여 쓰기를 한다. 이로서 읽기-말하기-듣기-쓰기의 네 가지 단계를 모두 학습하게 된다. 서평 쓰기는 이러
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지만, 개별, 조별 읽기와 조별 토론, 조별 듣기, 쓰기의 과정
으로 네 가지에 대하여 균형 있는 능력을 학습하게 됨을 알 수 있다.

3.5. 서평, 칼럼
서평 읽기-서평 소개하기-서평 듣기-서평 쓰기로 귀결하는 과정에 4가지가 균형 있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네 가지 기능이 균형 있게 향상될 수 있다.서평과 칼럼 쓰기의 경우에 동일한 반복 경험 학습을 하게 된다. 이
와 같은 반복 학습은 균형 교육의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서평, 칼럼 읽기-서평, 칼럼 소개하기-서평, 칼럼 듣
기-서평, 칼럼 쓰기로 귀결하는 과정에 4가지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능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표면적인 최종 결과물로서의 수행 목표는 서평, 칼럼 쓰기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규칙을 수행해야 하
고, 규칙은 읽기-말하기-듣기-쓰기의 네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 각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승인(확인 후 점검)은 교수자의 역할이고, 이 역할이 또한 매우 중요한데, 학습자와 교수자가 일대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는 듣고 서명을 하여 하나의 통과 의례의 형태를 갖는다. 그리고 교수자는 서명을
항상 확인한다. 서명 작업을 통하여 학습자는 다양한 학습자로서 서로 다른 전공 학습자들의 차별된 관점을
접촉할 수 있고, 개별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놀이 기제는 중간고사에서 ‘학습자 문제’를
출제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2) 조별로 시험 문제를 구상하는 것은 놀이 기제의 하나이다.
그리고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균등하게 경험하고, 확인의 방법으로 ‘동료 서명’의 규칙을 실행하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텍스트 읽고, 요약하기, 전체 발표하기. (읽기-쓰기-듣기/말하기)
2. 자유 서평 읽고, 소개하기(조 발표: 말하기, 서명규칙), 그리고 자기 서평 쓰고, 발표하기.

2) 학습자 출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0문제.
2019. 10. 학습자 문제 예시.
1조 ai 음성 및 얼굴 합성이 쓰이게되면 어떠한 편리함과 불편함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2조 세상의 직업들 중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직업과 새롭게 생겨날 직업들 –인공지능의 미래
3조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은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한 것인가?
4조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희망인가?위기인가?
5조 진학생물학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과 노화’에 대해 요약해보자.
철학 1. 대
 학 로고가 박힌 야구점퍼는 소속감을 준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차별과 지적 우월의식을 내
포한 대학 공동체들만의 상징자본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47쪽. <<차별
감정의 철학>>
사회 2. ‘SNS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반의 입장을 정하여 기술하시오. 182쪽. <<페이스
북 심리학>>
생명 3. 저자가 생각하는 경제와 자연 법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자. 214쪽. <<마지막 강의>>
4. 저자가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지구와 인류)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215쪽. <<마지막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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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 칼럼 읽고 소개하기(조 발표: 말하기, 서명규칙), 그리고 자기 칼럼 쓰고 발표하기.
- 자료 제시: 서평, 칼럼 쓰기 기초 자료 (교재), 학생들의 서평, 칼럼(과제), 서평 찾기(다양한 자료 접촉)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 서평과 칼럼 쓰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균형 있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효율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이 기제가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관찰하고 보편화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경험하는 학습을 수행하도록 수업설계 하는 것이다. 4가지 수행
을 일련의 과정으로 구조화하여 반복적인 경험으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둘째, 일련의 과정으로 학습할 때, 4가지 수행의 연결 고리를 갖추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동료 학습
자의 동료 평가와 교수자의 일대일 면담(학습 확인)으로, 동료 평가와 교수자의 면담은 말하기에 대한 확인 차
원으로 수행된다.
셋째, 학습자가 일련의 과정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몇 가지 규칙으로 4가지
수행을 시스템화하여 진행하고, 놀이로 인식되는 규칙으로 학습의 억압과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넷째, 놀이 기제는 그룹으로 조 구성, 조원 전체의 동료 평가, 교수자와의 개인적인 질의와 응답의 상호관계
를 친밀히 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타대학 사례와의 편차를 검토하고 대학별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이후 연구로 남긴다.
본 연구는 미완성으로 타 대학의 기초반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아직 고찰하지 못하였다. 이후에 선행 연
구와 자세히 비교하여, 연구 진행의 위치점을 찾고, 연구 방향을 재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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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학습자 주도의 의사소통으로서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균형적 향상 방안에 관한 고찰
- 서평과 칼럼 쓰기를 중심으로”에 대해
조혜경(대구대)

곽은희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한남대학교의 ‘종합적 사고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효율적인 교수 방안으로서 놀이 기제를 적용한 사례 소개입니다. 먼저 발표자는 교수자의 의도인 경험 학습과
학습자의 요구인 놀이 효과의 두 가지를 매우 긴밀하게 연관시켜 새로운 교수법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
고 학습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하였습니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
발하고 그것이 학습을 위한 내적 동기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학습 효과로 나타난다면 모든 교수자들이 바라
는 바람직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자칫 따분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의사소통 수업에서 20명 정도의 학습자와 서
로 소통하며 흥미로운 수업을 기획, 실행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수님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발표문에 대
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놀이에 대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놀이’와 교수자가 생각하는 ‘놀이’ 간에 간극이 있는 것은 아
닌지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흥미 있는 수업을 원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관심사일 터입니다. 그런데 교과목의
어떠한 부분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부분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여쭙니다. 발표문 3장
에서 “학습의 각 단계마다 연결 고리를 놀이 기제로써 장치하여 4단계 모두를 경험하게 하고, 경험적 반복으로
4단계를 균형 있게 학습시키고자 한 것이다.”에서 구체적으로 ‘놀이’의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놀이’ 기제는 무엇이고 그것이 수업에서 구현된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놀이 기제는 학습자 참여 활동이라 알고 있는데 학습자 참여가 모두 놀이
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하여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업내용에서 500자 쓰기를 4회 시행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하나의 주제로 글쓰기가 4
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 글쓰기인지, 아니면 별개의 주제로 글쓰기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결과물에 평가 기준과 방법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료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동료 평가는 상호 작용과 상호 학습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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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 분명 있지만 평가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는 동료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
가 높지 않은 경우 발생됩니다. 한남대의 경우 동료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위에서 언급한 동료 평가 시
의 단점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동료 서명 규칙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서명을 실행하
는 배경이 궁금하며 서명 행위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형식적인 것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
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마지막으로 학습자 문제 출제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것은 제시자가 그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 또한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
심 있고 궁금해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과 이미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다르기 때
문입니다. 그런데 각주 2번에 드러난 문제들은 동료 학생들이 답하기에는 너무도 큰 주제를 다루는 거시적인
관점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중인 듯합니
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제시한 문제에 대한 교수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문제가 출제되고 시험이 시행된다 가정
한다면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이 궁금하며 결국 이러한
출제 방법을 취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곽은희 교수님께서 본 발표를 통해 자칫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쉬운 의사소통 수업에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시도된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해주셔서 저도 흥미롭게 발표문을 읽고 토론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유익
한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를 위해 애써주신 곽은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학생들의 만족도와 피드
백 등을 덧붙여서 수업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자 주도의 의사소통으로서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균형적 향상 방안에 관한 고찰 - 서평과 칼럼 쓰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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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경(아주대)

1. 서론
OECD는 1997년부터 수행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의
중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역량이라는 개념은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많은 대학에서 시
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역량 중심으로 두고 이에 따른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의 4C(Collaboration,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에

두고 이를 위한 새로운 교과과정과 교과목, 교수법에 대한 활

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초과학교육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문 영역별, 전공 분야별로 다양하게 분화 되어 있는 다양한 학술적 담
화 공동체로서의1) 대학에서 4C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융합 수업 모형을 기초과학 교
육 안에서 탐색하고,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A대학의 일반화학 수업에서 정량적 자료를 토대로 한 토론 수업을 활용한 사례 보고이다. 찬·
반 토론은 수업 중에 다루기 편한 토론 교육 방식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의 찬·반 토론
의 특징은, 다루어진 논제에 대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 방식을 통해 논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하는 것
이며,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의 타당성을 정량적 자료로부터 시작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다. 또한, 승패의 결과가 중요한 일반적인 찬·반 토론에서와는 달리, 토론수업의 마무리는 논거 및 자료에서
사용한 핵심 개념과 용어들을 앞서 강의시간에 다룬 내용과 함께 연결을 지어, 일반화학의 내용 이해에 활용
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업 전체 구성 중 부분 활용을 위해 진행한 구체적인 교육적 방법과 활용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박
 현희는 초중등 글쓰기 교육과 차별화 된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다양한 전공과 학문 영역, 그리고 동
일 전공이라도 연구 방법별로 요구되는 규범과 언어와 지식 형태가 다른 다양한 학술적 담화 공동체를 언급하였다. (박현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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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수업에서 활용한 수업 모형의 특징은 사회 공동체의 담론과 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선별하여, 교과서의 형
식언어로 표현한 화학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일상 속 자연언어로 표현하고 확장시키는 경험을 학생 주도적으
로 해 보도록 하고, 논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화학 기본 개념이 관련된 정량적 자료를 토대로
하는 양적 추론을 해 보도록 하는 것에 있다.

2.1. 수업의 구성 및 운영
동계 수업 전체 구성은 전통적인 일반화학의 한 학기 강의를 총 8개의 주제로 나누어, 두 개의 융합형 모듈
을 주제에 맞추어 활용하였고, 해당 수업은 두 개의 모듈 중 의사소통강화를 위한 모듈에 해당하며, 모듈의 기
본 하위 요소는 강의, 조별 토의와 찬·반 토론이며, 글쓰기 과제로서 토의 요약서와 토론 개요서 쓰기를 사전
배포양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3시간으로 진행된 1차시에 대기화학과 핵화학에 관한 기본 강의를 다루었다. 역시 3시간으로 진행된 다음
1차시에, 지난 강의 관련 주제에 대한 논제를 공지하였다. 논제 공지 후, 조를 구성하고, 제비뽑기를 통해 조별
로 논제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결정하였다. 46명의 학생을 4명이 한조가 되도록 구성하였고, 두 조의 경우 3
명의 학생들이 한 조를 이루었다. 해당 차시에, 한 논제를 예로 들어, 찬성과 반대를 입장의 각기 다룬 토론 개
요서를 하나로 합한 문서로 만들어 보여주고, 논제 및 그에 대한 주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의 형태로
이루어질 최종 토론의 진행 방식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후 학생들이 작성하여 제출할 개별 토의 요약서, 팀별
토론 개요서. 청중 평가서 등의 기본 형식 소개 및 배포를 통해, 이후 이루어질 학생들의 활동을 구조화하였다.
수업의 남은 시간에 학생들은, 오프라인 조별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의 온라인 토의의 경우 교내 학습 지원
시스템인 Black board의 조별 토론방을 활용하여 약 2주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였다. 조별 토의의 경우, 논제
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구성원들이, 조 전체의 합의된 의견 수렴 과정과 같은 협력적 소통을
경험하고, 그 과정의 사고 흐름을 작성자 중심으로 정리 및 요약하는 논리적인 글쓰기로서 토의 요약서로 개별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2.1-1>는 수업 진행 개요이다.
<표 2.1-1> 수업 진행 개요
교수자

학생

수업

강의

논제 제시

활동

글쓰기 평가 및 첨삭

수업

오프인 조별 토의

활동

온라인 조별 토의

소요 차시

찬·반 토론

1차시

1차시

핵심 개념 및 주제 정리
찬·반 토론

토의 요약서 쓰기

토론 개요서 쓰기
1차시

2.2. 찬·반 토론에서의 정량적 논거
찬·반 토론 전에 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가공하여 주장을 증명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 개요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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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이 때, 자료는 표와 그래프 중심의 정량적 자료를 사용하고,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 기본 개념
들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정량적 논거를 사용한 주제 이해중심의 토론으로 진행하였으며, 토론에 참여하
지 않은 조의 학생들의 경우, 토론 수업에 집중하는 효과와 토론 주제로 다루어지는 내용 이해를 위해, 토론
진행자들에 대한 평가로서 토론자들의 핵심 주제어 관련 이해도와 주장에 필요한 논거 및 자료의 적절성을 평
가하게 하였고, 청중의 입장에서 토론 내용의 흥미와 그 내용의 이해 관련한 부분을 평가하여, 사전 배포된 양
식의 청중 평가서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 2.2-1>는 수업 중 토론을 진행한 형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2.2-1> 찬·반 토론 진행 형식
발언순서

내용

소요시간

비고

1

찬성측의 입론

5분

정량적 논거 1개당 1 장의 ppt 준비

2

반대측의 교차조사

2분

사실 확인 , 초기 반박

3

반대측의 입론

5분

정량적 논거 1개당 1 장의 ppt 준비

4

찬성측의 교차조사

2분

사실 확인 , 초기반박

5

팀 별 정리시간

3분

5

반대측 최종반박 및 정리

2분

6

찬성측 최종반박 및 정리

2분

7

교수자의 핵심어 및 주제 정리

3분

논제관련 강의 내용 연계

앞서의 정량적 자료의 정량적의 의미는 수치로 표현된 양적인 값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더하여 주어,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덕적, 정의적 측면보다 의견 전달에 효과적이었
다. 실제로 토론 진행 과정 중 초기반박의 교차 조사나 최종 반박의 경우에 학생들은 주로 정량적 자료의 수치
를 강조하여 재설명을 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정량적 자료의 장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 자
료들의 활용의 효과성은 연구 결과 보고의 소개와 같은 학문적 접근 외에도, 취업 현장이나 취업을 위한 자기
소개서 작성에서의 데이터와 수치적 표현의 효과성으로도 언급되고 있다.2) 또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량적 자료를 해석하고, 논리적 설명을 하고, 결론을 유도해내는 것은 과학적 소양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한 정량적 자료는 수치 자료를 넣어 쓴 문장이나 표와 그래프를 사용한 인터넷 뉴스 기사
가 가장 많았으며, 논제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 또는 책이나 논문 자료를 활용하였
다. 소수의 학생의 경우 관련 기사에 포함 된 수치 자료를 표의 형식으로 직접 정리하여 만든 학생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의 관련 논제의 경우 각 지역의 미세 먼지 유입량에 대한 수치와 핵화학의 경우 원자력 발
전소 가동률이나 전력 생산량에 대한 수치 비교가 가장 많았다.
학생들의 사용한 자료를 보면, 화학 관련 개념들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다루는 것이 보이는데, 예를 들
면, 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의 크기를 다루는 PM(particular Matter)을 토대로 PM 10.0 PM 2.5를 세분하여
살펴보고, 성분에 대해서도 황산염과 질산염, 탄소류 등의 오염원들로부터 연결하여 영향 및 대책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방사능 폐기물의 경우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중·저준위 방사성을 구분하여 그 특징

2) 김
 정권은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데이터 수치적 표현과 같은 정량적 자료로 접근하는 방법을 효과적이
라고 제안하였다. (김정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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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피해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수업 중에 다루어진 내용들이, 화학 수업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량적 자료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는 성숙하지 못한 지역 이기주의이다.’라는 논제에 대한 반대 입장
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국가에서 지역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에 사용
한 학생 작성 토론 개요서 자료의 일부분이다.
“경주방폐장, 매일 1,300t 지하수 퍼내고 있어” (2018년 10월 30일)
->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입수한 ‘제 54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경주 방폐장 처분
시설에 바닷물이 스며드는 것으로 확인.
->이 시설은 하루 1300t의 지하수를 퍼냄. 공사 당시에는 하루 5000t 가량의 지하수가 뿜어져 나왔으며,
이는 담수 수준의 지하수가 아닌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자료를 토대로 주장을 글로 적을 때, 전체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사용
하지 않아, 문장이 완결되지 못하거나, 완결된 문장이라 하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문장이 많이 있었다. 수치 자
료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잘 연결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앞서와 같은 논제와
입장에서 사용한 근거 중 하나로 ‘고준위 핵폐기물이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보관시킬 방폐장을 만들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에 해당하는 정량적 자료로 ‘원전 운영허가·가동률 증가...탈원전, 말뿐인 선언? (에너지경제,
2019.02.07.)’에

관한 수치들을 나열하기도 하였다. 즉, 근거와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연결이 부족한 예를 사

용한 것이다. 이는 청중 평가 부분에서 주장에 대한 논거 및 자료의 적절성 부분의 낮은 점수로도 확인 되었으
나, 토론 내용 이해 부분에도 함께 영향을 주어 청중 평가 부분에서 이 부분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부분에서 미숙하였는데, 공지를 통하여 인용 및 출처 표기에 관한 기본 형식을 안내하였
음에도 기본 형식을 지키지 않은 자료들도 상당량 있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나온 뉴스 화면 전
체를 캡쳐 한 이미지를 정량적 자료 부분에 첨가하기도 하였다.

3. 결론
화학의 기본 개념과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하는 일반화학에서 강의에서 다루어진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논
거를 접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표와 그래프를 토대로, 논거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해 보는 논리적
추론을 결과를 말과 글로 표현해 보는 목표로 시도한 본 수업 방식은 다양한 학과와 선행 학습 정도를 가진 신
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BSM 과학수업에 활용해 볼 수 있는 토론의 한 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를 통해,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기초과학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공계열 학생의 경우 과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글쓰기 평가에 관한 기준 및 방침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수업에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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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글쓰기 부분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중/하의 기본 평가만을 사용하였
고, 전체 성적 반영의 비중도 10%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표와 토론에 대한 수업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평가 시에 필요한 기준과 기본 지침들을 세분화하여 점검하고, 이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론 수업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의 경우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세밀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박현희(2017). “대학의 학술적 서평 쓰기 교육의 과정 중심 접근”, 교양교육연구 11(1), 한국교양교육학회,
173-208.
김정권(2017). “대학생 자기소개서 작성의 ‘역사성’에 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 11(1), 한국교양교육학회,
20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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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기초 화학 수업에서 정량적 자료 ... 토론 수업 활용 사례”에 대해

정진수(충북대)
현대 인류는 가장 혁명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 과거에도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왔지만, 그 속력은 매우 느렸
다.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태어났지만, 약 1만연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까지는 지구상에서 매우
나약한 존재였다. 약 난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는 약 300년 전 1차 산업혁명, 약 100년 전의 2차 산업혁명, 약
50년 전의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속되었다. 현재는 문명의 발전의 속도가 인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준
까지 도달했다. 사회의 모든 조직-거대한 기관에서 개인에 이르기 까지-들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
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 목표나 방식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과거의 교육에서는 지식의 전수가 화두였다. 서양에서는 그저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liberal
arts)을

길러주는 것이 2000년 넘게 기초 교육의 근간이었다. 이런 과거의 교육에서의 기본적인 목표는 오랜

세월 거르고 걸러서 만든 지식의 정수를 후대에게 전수하는 것이었다. 최근 30년 동안 과학기술은 이 상황을
바꾸었다. 과거 어렵게 공부해야 익힐 수 있었던 지식은 이제 손 안의 전화기에 모두 있다. 지식 교육은 사라지
고 이제 모두 역량 교육을 해야 한다고 외친다. 과거에는 ‘역량’이란 단어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
제 교육의 화두가 되었다.
이런 변화를 선도한 것이 논문에서 지적한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1) 프
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핵심역량을 제시했다. 첫째,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
력(Use tools interactively), 둘째,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그리고, 자율적인 행동능력(Act autonomously)이다. 21st Century Learning Advisors의 설립자 Trilling과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의 설립자 Fadel은 학습 및 혁신 스킬, 생활 및 직업 스킬, 정보, 미디어, 정
보통신기술 스킬을 제시했다.2) 이 둘이 함께 활동하는 P21(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은 후속 연
구를 통해 4C(Collaboration,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를 제시했다.3)
최근에는 역량만 강조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었다.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가동

1) https://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definitionandselectionofcompetenciesdeseco.htm
2) B. Trilling & C. Fadel, 21세기 핵심역량, 한국교육개발원 역 (학지사, 2012).
3) An Educator's Guide to 4C's,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http://www.nea.org/tools/522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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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지식, 역량, 태도와 가치를 강조하였다. Fadel, Bialik, Trilliing은 지식, 역량, 인성, 메타학습 등의 새
로운 4가지 차원을 제시하기도 했다.4) 지식의 전수를 강조했던 과거의 교육방식에서 역량을 21세기 역량에 대
한 제의는 많으나5) 아직 합의점을 찾기 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Trilling과 Fadel은 21세기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으로 Project Based Learning(PBL1)
을 추천했다.6)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회 공동체의 담론과 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선별하여”, “정량적 자료를
토대로 한 토론 수업”은 이와 비슷한 Problem Based Learning(PBL2) 방식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교수들이 많이 활용하는 교육방식이기도 하다.7)
두 가지 PBL 모두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교육방식이기는 하지만, 이공계 교육에서 역량만 교육할
수는 없다. 이공계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과학 지식이 없이 역량만 강조하면 사
상누각이 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도, F = ma를 모르는 상태로는 로켓을 설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학 교양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는 교수는 적다. 책임을 맡은
진도를 완수해야하는 부담 때문이다. 이공계 대상 기초과학 과정은 중등교육과 전공교육의 다리 역할을 한다.
요즘 이공계 신입생의 수학·과학 소양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2학년부터의 전공과정은 변하지 않았다. 점점
벌어지는 격차는 고스란히 기초과학 교수자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다.
이 논문은 새로운 힌트를 제공한다. 학기 전체를 PBL로 운영하지 않고 일부 시간만 PBL을 활용하는 방식
이다.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도 충실히 하고, 학생들의 21세기 역량을 키워줄 수도 있다. 지식을 충분히 전
수했다고 생각되면, 역량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해결할 수도 있고, 역도 가능하다.
나도 써 보아야겠다. 왜 진작 이 생각을 하지 못했지? 지금 돌이켜 보니, 이런 생각을 나한테 알려 주었던
사람도 여럿 있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상황도 여러 번 있건만, 그런데, 섯불리 덤비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경고 때문에 ...

4) C. Fadel, M. Bialik, B. Trilling,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역량 (새로온봄, 2016).
5) https://en.wikipedia.org/wiki/21st_century_skills
6) B. Trilling & C. Fadel, ibid.
7) Ken Bain,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뜨인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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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6-1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 수사학 강의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 수사학 강의

손윤락(동국대)

1. 들어가기
수사학은 서양의 교양교육 전통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으로 불
리던 고대와 중세 동안, 그리고 근대의 대학 교육에서도 수사학은 그 모든 지식을 표현하고 소통하게 해 주는
능력으로서 “자유교양 7학과”(septem artes liberales) 혹은 “3학(trivium) 4과”(quadrivium)라 불리던 기본 교과
목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의 3학에는 문법(grammaica), 수사학(rhetoric), 논리학(dialetica/logica)이 있었고 4과
로는 음악(musica), 산술(arithmetica), 기하학(geometria), 천문학(astronomia)이 들어갔는데, 이 자유교양 과목
에 두루 뛰어나야 신학이나 법학 등 전공 영역으로 진입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대학교육에서 교양기초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원하려고 하는 교양기초학문 영역의 큰 그림은 다름 아닌 이 자유교양 학과의 정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고전수사학’을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되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결코 작거나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수사학을 처음 학문으로 정립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였다. 그는 기원전 4세기 후반 마케도니
아의 알렉산더 대왕(재위 BC 336-323) 치하에서 자치를 유지했으나 민주정이 퇴락하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자신
이 335년에 세운 학교 뤼케이온(Lykeion)에서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적 탐구를 수행하며 오전에는 제자들에게
전문적인 강의를, 오후에는 외부인들에게 대중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그의 ‘내부용 강의들’(esoterica) 가운데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대중을 설득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인 <수사학>이 있었고, 이것이 책으로 남아 있다. 수사
학(rhetorike)이란 처음에 ‘연설가(rhetor)의 기술’로 알려졌는데, 대중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는 일
은 오늘날의 소통능력 만큼이나 기원전 5세기 민주정을 채택한 아테네의 시민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이 진리를 추구하고 그 방법론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수사학은 대중을 설득하
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득의 기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성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가 사람을 그것도 대중을 설득하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 수사학 강의

325

1권 2장에서 설득(peitho)1)의 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연사의 에토스(ethos)이다. ‘에토스’
는 습관이 된 사람의 성격을 가리키는데, 설득의 기제로 언급되는 이 말은 지혜, 선의, 그리고 덕(훌륭함)이 포
함된 인격을 의미한다. 에토스는 청중이 연사에 대해 갖는 공신력을 결정하므로 가장 중요하다. 둘째, 파토스
(pathos)이다.

‘파토스’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가리키는 말인데, 설득의 기제로서 파토스 요소는 연사가 청중

의 감정에 호소하여 공감(sympatheia)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로고스(logos)이다. ‘로고스’는 사
람만이 가진 능력으로서 앞뒤가 맞는 말을 가리키며 나아가 언어, 이성, 그리고 합리적 근거를 포괄하는 논리
를 의미한다. 대중을 설득하는 일은, 연사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이 능력들을 갖추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훨씬 더 잘 일어난다.

2. 교양강좌 고전수사학
2.1. 고전수사학 - 개념
수사학 rhetoric (Gr. rhetorike 연설술) = 대중에게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술로 시작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 체제와 함께 의회, 법정, 식장 연설에서 수행됨
소피스트(sophistes)의 상대주의 진리관과 논박술(elenchos) 교육으로 “말로 이기는 기술”
플라톤의 소피스트 교육 비판 : “소피스트는 지식사기꾼, 진리 담보 없이 말싸움 가르친다.”
기원전 4세기 이소크라테스 수사학학교 설립하여 시민의 능력으로서 연설 기술을 가르침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 <수사학> 강의 및 집필, 수사학 정립 =>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이 진리를 추
구하고 그 방법론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수사학은 대중을 설득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득의 기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성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 로마 정치가와 학자들이 현장과 학교에서 수사학 발전시킴

2.2. 고전수사학 - 선입견
수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표현하는 말로, 예를 들어 “화려한 수사”, “그의 말은 정치적 수사에 불
과하다”, “그것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 친구는 수사학을 몰라” 등등 수없이 많다. => 여기서 “수사” 혹
은 “수사학”은 영어 rhetoric의 번역으로, [일본식 ‘美辭’ 개념 영향] 흔히 ‘말 잘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수사학”은 말꾸밈 아닌, 말닦음(修辭)이다.

1) 그
 리스 신화에서 설득의 여신 페이토(Peitho)는 신들의 전령이자 감언이설의 신인 헤르메스(Hermes)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
테(Aphrodite)의 딸로, 혹은 아프로디테의 분신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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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周易 문언전』, 「乾卦(건괘)」 편
=> “수사입기성” 修辭立其誠 = “말을 닦아 그 성실함을 세운다.” => 끝에 다시 설명..
“수사학”은 올바른 말을 통한 설득과 소통의 원리 탐구이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화롭게 하는 학문이다.

2.3. 고전수사학 - 강좌
1) 건국대학교 (교양, 3학점, 주3시간, 80명) - 소통의 수사학 (Rhetoric of Communication)
2)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 2학점, 주2시간, 60명) - 설득과 소통의 레토릭 (Rhetoric of Persuasion and Communication)
3)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전공, 3학점, 주3시간, 30명) - 독일어 수사학 (German Rhetoric)
4)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일반인, 주2시간, 30명) – 소통의 수사학(修辭學): 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말하기

3. 교과목 개요 및 강의 목표
3.1. 교과목 개요
글로벌 시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소통과 설득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요구와 상
충하는 주장이 표출되고 수렴되는 체제이지만, 폭력이나 뇌물이 아니라 설득만을 수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수사학(修辭學, 레토릭, rhetoric)은 민주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통과 설득의 원리를 연구하고 방법을 익
히는 학문이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화롭게 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능력과 품성을 갖게 해주
는 학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정 하의 아테네 시민들은
의회에서 공적인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자기 정파의 입장을 피력하고 경청하며,
법정에서 원고 혹은 피고일 때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사건을 판단하며,
식장에서 다양한 경우 (제례, 장례, 외교..) 적절한 공적인 발언을 하는 등 => 공민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
기 위해 수사학을 공부했다. 공화정 시대 로마 시민들도 수사학을 배웠다.
오늘날에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사람은 수사학을 배워야 한다. 민주주의가 정
착될수록 권위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이 요구되기에 공적인 말하기와 설득을 다루는 수사학이 다시
꽃피고 있다

3.2. 강의 목표
우리 수업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
한 담론들을 대상으로 (1) 내가 할 말을 발견하고 (2) 논거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3) 알맞은 언어로 표현하고
(4)

내용을 잘 기억하여 (5)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사학의 전 과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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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재 및 참고문헌
*강의교재
- 김종영,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진성북스, 2015
*참고문헌
-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 2000
- 키케로, 『수사학-말하기의 체계와 규칙』, 안재원 편역, 길, 2006

5. 성적평가 방법
- 출석

15

- 과제

15 (1차.5점 + 2차.5점 + 토론.5점)

- 중간고사

25

- 발표

20 (발표문(필수) 10 + 발표(선택) 5 + 토론 5)

- 기말고사

25

=> 중간시험은 “나의 연설문 + 내가 적용한 수사학 기술 분석” 과제로 대체 가능
*추가설명
- 과제 = 1차: 이슈와 의견, 2차: 나의 연설문 각 1 p.
- 토론 = 수업 중 발언
- 발표문 = 2 p.
- 발표 = PPT 5분

6. 주차별 강의일정
주차

강의주제

강의내용

1

*오리엔테이션

- 수사학에 대한 선입견
- But 수사학 = 말꾸밈 아닌 설득과 소통의 원리 탐구 + 수업 안내

2

*수사학 이야기

- 위대한 연설가
- 수사학의 발자취를 이야기로 풀이하기
- 설득의 요소(설득수단) =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3

*이상적 연사
+청중의 이해

- 고전에 나타난 이상적인 연사 상
- 좋은 연사의 조건
- 청중 유형 분류, 청중에게 신뢰와 감동을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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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이슈와 의견 1p.

4

*수사적 상황
=이슈와 쟁점

- 수사적 상황 = eikos, kairos, decorum
- 민주주의 = 의견 상충, 갈등 전제 but 설득만이 방법임, 방법은 토론, 쟁점
이해가 관건

5

*수사학의 과정
①발견

① Inventio 주제와 논거 발견
- 주제(이슈)와 쟁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문제제기 방식을 훈련한다.

6

②배열

② Dispositio 논거 배열 =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훈련한다.
- 서두, 본론(진술부와 논증부), 결어

7

③표현

③ Elocutio 언어적 표현 = 논거를 연사와 청중을 감안한 언어로 표현하기
- 다양한 문체수단과 수사법을 이해하고 훈련한다.

8

중간고사

- 과제로 대체

9

④기억

④ Memoria 기억과 내용장악 = 연설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 내용 장악이 중요함 알고 큐카드 활용 통해 익힌다.

10

⑤전달

⑤ Actio/Pronuntiatio 전달 = 내용을 전달하기
- 내용전달시 필요한 음성(준언어)과 몸짓(비언어) 요소를 배운다.

11

수사학 연습

* 거의 모든 것의 수사학
- 리더, 영화, 광고, 법, 체육, 예술...

- 다음중 택1

12

*리더의 수사학

- 국내외 리더들의 연설과 메시지에 들어 있는 수사학적 전략 분석.

- 리더수사학_분석 1p.

13

*영화의 수사학

- 영화 속 장면에서 논리, 감정, 인격 등 수사학적 기술들을 분석 토론한다.

- 영화수사학_분석 1p.

14

*광고의 수사학

- 광고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수사학적 장치들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 광고수사학_분석 1p.

15

*리더십과 소통

-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의 리더십이 요구됨을 이해하고 연습한다.

16

기말고사

- 시험을 본다.

- 연설문 작성 1p.

자기연설문에 적용된 수
사학 기술 분석

7. 동양 전통에서의 수사학
수사학의 개념은 서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양의 전통에도 있었다. 인재를 등용할 때 신언서판(身言書
判)이라는

기준이 있었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을 갈고 닦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고 공적인 사안에 대해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일은 동양의 전통에서도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동양의 전통에서 ‘말 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던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말을 갈고 닦으며 진정으로 잘 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나아가, 우리가 서양의 자유교양학문의 전통에서 받아온 ‘레토리케’(rhetorike)라는 말이 오늘날 “수사학”(修
辭學)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동양 고전의 전통에서 ‘말을 닦는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먼

저, 공자의 『논어』 선진편에 보면 공자가 “나는 말 잘하는 이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
은 우리가 ‘아첨하는 사람, 말만 번드르르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므로 ‘말을 닦는다’는 수사
학의 기본정신이 그 반례로서 나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역 文言傳(문언전)』 건괘편을 보면 “수사입
기성”(修辭立其誠)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말을 닦아 그 성실함을 세운다.”라는 의미이다. 이 구절은 “수
사”라는 말이 동양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며, 이 말의 의미를 새겨서 우리가 서양의 rhetorike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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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으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1) 공자, 『논어』, 「先進(선진)」 편 24
=> “오부영자” 惡夫佞者 = “나는 말 잘하는 이를 미워한다.” => 여기서 佞은 아첨할 녕!
[先進 24]
자로가 자고를 비 땅의 읍재로 추천하고자 했다. 공자 왈. “그를 망칠까 싶다.”
자로 왈. “비 땅에는 백성도 있고 사직도 있습니다. 책만 읽는다고 배움이 되겠습니까?”
공자 왈. “그런즉 말 잘하는 사람을 밉다고 한다.”

2) 『주역 文言傳(문언전)』, 「乾卦(건괘)」 편
=> “수사입기성” 修辭立其誠 = “말을 닦아 그 성실함을 세운다.”
=> “수사”(修辭) = 동양 문헌에 처음 등장하며, 이에 rhetorike를 “수사학”으로 명명함
[文言傳] 九三曰：「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无咎」 何謂也？子曰：君子進德修業。忠信，所以進德也；修辭立其誠，所以居業也。
知至至之，可與幾也。知終終之，可與存義也.
구삼효(九三爻)에 말하기를 “군자가 종일 마르고 닳도록 저녁까지 두려워하고 괴로워한다면 허물은 없다.”는 무슨 말인가? 공
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德)으로 나아가 일을 수행한다. 충실함과 믿음이 덕에 나아가는 방법이고, 주장을 닦고 그 성
실함을 세움이 직업에 머무는 방법이다. 이르름을 알고 그곳에 이르면 기회를 함께 할 수 있고, 마침을 알고 그것을 마치면 옳
음을 함께 보존할 수 있다.”

“수사학”(修辭學, rhetoric) = 말 꾸밈 아닌 말 닦음, Ex. 수학, 수양, 수도, 수신, 수련…
-올바른 말을 통한 설득과 소통의 원리 탐구 =>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화롭게 하는 학문

8. 나가기
플라톤과 동시대 아테네에 수사학 학교를 세우고 ‘레토리케’ 즉 연설 기술을 가르친 이소크라테스(기원전 436338)는

‘레토리케’를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모든 능력 가운데 최대 선의 원천”이라고 규정했다.(Nicocles 5) 그에

따르면 세상에 대한 지식인 ‘철학’(philosophia)은 바로 레토리케 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으며, 레토리케는 문
화와 교육의 원천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이처럼 레토리케를 인간 문화의 기초로 인식하고 수사학자를 문화의 진
정한 대표자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수사학 교육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말이 인
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주는 것이며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분별이 뒷받침될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분별 있게 생각함의 가장 확실한 징표로 간주되어야 한다. 진실하
고 적법하고 정의로운 말은 선하고 신실한 정신의 외형이다.”라고 말했다.(Antidosis 255) 말은 정신의 외적인 표
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의 훈육과 사고력의 훈련을 지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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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크라테스에 있어서 ‘필로소피아’는, 플라톤의 절대적인 앎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와 달리, 사적인
영역과 국가(폴리스)적인 영역에서의 시민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둔 것이고, 이때 지식이란 국가적, 경제적 현실
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이다. 필로소피아에 대한 이러한 실용적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학습되는 지식은 바로 레
토리케 교육의 주제 혹은 내용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의 주제를 공익과 관련된 문제
로 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학교에서는 말의 형식 못지않게 말하는 내용 자체도 중시했으며, 이런 까닭에, 최상
의 연설은 국가와 공익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수사학 교육은 ‘말하기 능력’을 넘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성 함양’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수강생으로
하여금 대학생이 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민주주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국가와 사회의 공적인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회 안에서 공적인 나(public persona)를 발견하게 하는 말하기 교육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텔
레스도 <수사학>에서 “수사학의 고유한 기능은 설득에 있지 않고, 각각의 주제가 담고 있는 설득의 방법들을
아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수사학 교육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청중을 설득하는 일보다, 공동체 안
에 살아가는 나를 깨닫고, 내가 그것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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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 수사학 강의>에 대한 토론문

임선애(대구가톨릭대)
손윤락 교수님 발표의 주제는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 수사학 강의입니다. 수사학은 “자유교양 7학과”(septem
artes liberales)

혹은 “3학(trivium) 4과”(quadrivium)에 속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은 글쓰기

와 말하기를 포괄하는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는 오늘날까지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본 발표는 매우 의의가 있
는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하면서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장, 수사학을 처음으로 학문으로 정립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설명하면서 발표문의 ‘들어가
기’ 부분을 끝맺고 있는데, 발표문을 쓰는 목적과 방향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다소 어리둥절한 느낌
이 듭니다. 이 점이 보충된다면, 독자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장, 고전수사학의 개념과 고전수사학에 대한 선입견을 바로 잡으시면서 고전수사학 강좌를 소개하고 계십
니다. 강좌 중 건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강좌가 수사학 관련 강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
니다. 하지만 건국대학교는 3학점 3시간 80명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학점 2시간 60명으로, 운영면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업 설계와 진행 시 주당 3시간 수업:주당 2시간 수업, 수강정원 80명:60명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6장, 1) 교과목 개요, 강의목표교재 및 참고문헌, 성적평가방법, 주차별 강의 일정은 어느 대학 사례인
지 궁금합니다. 3시간 수업:주당 2시간 수업, 수강정원 80명:60명은 경우에 따라서 수업내용과 운영이 달라지
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성적평가 방법 중 과제에서 토론 5점, 발표에서 토론 5점으로 분산되어서 평가하는 특별한 이유
가 궁금합니다.
3) 실제 수업에서 고전 수사학과 현대 말하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수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전
수사학 강의를 전공교육이 아니라 교양교육의 영역에서 교육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발표문
으로 보아서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입니다.
7장, 부연해서 동양전통에서의 수사학을 서술하고 계시는데, 앞의 장들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고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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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강의의 어느 부분에서 교육하는 내용인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8장, 앞의 3장에서 본 교과의 개요는 소통의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수사학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와는 달리 “수사학 교육은 ‘말하기 능력’을 넘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성 함양’을 기본
적인 목표로 한다. 수강생으로 하여금 대학생이 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민주주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국가
와 사회의 공적인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회 안에서 공적인 나(public persona)를 발견하게 하는 말하기
교육을 추구한다.”라며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가 리더십 함양과 공적인 나를 발견하는 말하기 교육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전 수사학 강의가 결국 말하기 교육을 하는 강좌라면 일
반 말하기 강좌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4C능력이 중요한 요즈음 시대에 말하기 능력 함양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고전
수사학 교육의 현대적 변용이 절실한 때라는 점에서 본 발표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업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다른 교수자들이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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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6-2 중세영문학과 교양교육

중세영문학과 교양교육

임현량(서울대)

1. 서론
이 논문에서는 교양교육으로서 중세영문학이 지닌 문제점들을 고찰하면서, 동시에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
색하고자 한다. 영문학을 전공하고 강의를 하면서도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기 때
문에, 이 글은 논문이라기보다는 필자의 경험담과 고민을 털어놓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S대에서 교양과목을, 그리고 2012년부터는 K대에서 전공과목인 고전영문학을 강의하면서, 막연하게나마 필
자의 전공인 중세영문학을 교양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온 필자로서는 이 발표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리라 믿는다.

2. 본론
2.1. 중세영문학 전공 수업
교양교육으로서 중세영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은, 우선 2019년도 2학기 현재 필자가 S대에서 강의
하고 있는 “고급영어: 문학”(이하 “문학”)과 K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중세르네상스영문학”을 비교하는 것에서 시
작하고자 한다.
“중세르네상스영문학”은 K대 영문학전공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이번 학기의 경우 1)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2)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의 The Canterbury Tales의 일부인 The
General Prologue 와 The Wife of Bath’s Tale and Prologue, 3) 토머스 모어(Thomas

More)의

Utopia,

4) 존 웹스터(John Webster)의 The Duchess of Malfi 를 읽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재로는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Vol. 1 (9판)을 선택했기 때문에,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의
경우는 사이먼 아미티지(Simon Armitage)의 현대 영어 번역본을 사용했고, The Canterbury Tales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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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The Norton Anthology에 실린 중세 영어본을 사용하면서 하버드대학 초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현
대 영어 번역을 참조해 학생들의 가독력을 높이고자 했다. Utopia의 경우에는 교재에 수록된 로버트 M. 애덤
스(Robert M. Adams)의 영어 번역본을 사용한다.
“중세르네상스영문학”은 영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 학생들은 대다수가 외고 출신이거나 교환학생, 혹
은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표나 과제 등 강의가 전적으로 영어로 진행됨에도 불
구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세 영어 원전을 사용하는 The Canterbury

Tales를 제외하면, 영어로 된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물론, 영문학과 교수자 대부분이 동의
하듯이, 영문학 작품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소양부족의 문제는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강의
평가에서 “작품이 좋았다” 혹은 “작품들이 흥미로웠다”는 소감을 남기고 있고, “중세 영어로 읽는 것이 힘들지
만 좋은 경험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중세르네상스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나 애
정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2. 교양교육에서 중세영문학 텍스트 사용의 문제
중세·르네상스영문학 텍스트에 대한 K대 영문학과 전공생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지켜보면서, S대에서 강의
하고 있는 교양과목에도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특히 전공인 중세영문학을 접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품어왔지만 아직 시도해 보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은 새로운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고 수업을 준비하
는데 따르는 부담감 때문이지만, 그 외에도 “선택이 자유로운 교양과목으로 고전을 깊이 있게 읽는 과목을 개
설하면 폐강 위험을 감수해야”(52)하는 부담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강사에게 폐강은 결코 도전해볼 만한 시도가
아니다.)

그간의 강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노하우 중 하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이며, 과목을 선택할 때

이미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수업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영문학 전공 수업에서 조
차 Julian of Norwich나 15세기 기적극 같은 소위 “비정전” 작가와 작품을 텍스트로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은
부분적으로 학생들의 그런 행동 패턴에 기인한다(Smith 206). 웬들 해리스(Wendell Harris)의 지적처럼, “교육용
정전”(pedagogical canon)은 연구용 정전에 비해 그 범위가 더 제한적이다(Harris 113, Smith 206). 필자도 2014년
에 전통적인 정전 위주의 강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학부 강의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The

York Play of Crucifixion을 텍스트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현대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않은 이 작품을 중
세 영어로 강의하면서 상당히 고전했던 기억이 있다. 교양 수업의 경우, 정전의 파워는 더욱 막강하다. 따라서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이나 The Canterbury Tales와 같은 영문학과에서는 소위 “정전”으로 분
류되는 작품 위주로 강의를 짠다 할지라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중세영문학 작품을 교양 수업에서 다룰 경
우 수강생들의 환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 외에도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 S대에서 강의하는 “문학”은 인문대, 사회대, 공대 등 대부분의 단과대학의
경우 TEPS 성적 801점 (구 TEPS 점수 기준; 개정 TEPS 기준으로는 453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이다. 영어에 관한 한 대학 내 가장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K대 영문학과 전공생과
“문학” 수업 수강생 간의 영어 실력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텍스트를 대하는 학생들
의 태도는 다르다. 고급영어 과목이 으레 그렇듯이 “문학”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졸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들어야하는 선택기초교양이기 때문에, 현대 영어 번역본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5세기에서 심지어 12세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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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생산된 중세 텍스트나 어려운 수사법으로 무장한 르네상스 텍스트를 읽어낼 준비가 된 야심만만한 학생
들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현재 “문학”은 대부분 Ernest Hemingway의 “Hills Like White Elephants”나
William Faulkner의 “A Rose for Emily,” Raymond Carver의 “Cathedral”과 같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
기 초반에 걸쳐 출판된 단편 소설과 단시를 위주로 강의하고 있는데, 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세영문학 텍스트가 지닌 또 다른 문제는 장르적 특성이다. 요즘 학생들은 시에 취약하다. 시는 “짧아서”
좋지만 산문과는 달리 구문이 난해해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세영문학 작품은 대부분 이야기
조차도 시의 형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구문을 파악하는 작업만도 학생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따라서 강의를
지양하고 토론과 발표 위주로 진행되는 교양수업에서 그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여혐”과 “미투” 운동은 중세영문학 텍스트를 교양교육에 사용
하는데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준다. 예를 들어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처럼, 중세·르네
상스 문학 작품은 역사적, 시대적 문맥상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
세 텍스트에 만연한 여성혐오적인 발언이나 평등사상에 위배되는 개념들을 일일이 방어하고 설명하기란 생각
보다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앨리슨 걸리(Alison Gulley)는 “The Wife of Bath’s Tale”을 강의하면서 한 학
생으로부터 작품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처녀가 ’정말로 강간을 당했는지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당
황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쓰면서, 많은 중세 문학 교수자들이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다(1).
필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은 없지만, 강간을 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철면피 기사가 오히려 젊
고 예쁜 아내를 얻게 되는 결말에 학생들이 분개하는 것을 간혹 목격한다. ‘혐오스러운 여성’(loathly lady)라는
민담 모티프가 작품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기사의 내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늙고 추한
아내의 외적 변화를 이끌었음을 강조하고자 한 필자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말에 대해 여전히 불만인
학생들을 대하면서, 현대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데올로기들을 중세라는 역사적 문맥
안에서 이해하라는 필자의 요구가 때로는 구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영문학 텍스트를 공부하면서 역사가 항
상 “정치적으로 정당”했던 것은 아니며, 문학적 비유로서의 강간과 실제 행위로서의 강간 간의 복합적인 관계
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공 학생들에게조차 민감한 이런 사안을 교양과목 수강 학생들과 논하는 것이 쉽지 않
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와 같은 언어적, 장르적, 이념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으로서 중세영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
는 이유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으로 인한 시대적 요구 때문이며, 인문학의 효용가치를 논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중세영문학이 비전공자들에게도 단순한 “교양”을 넘어 충분한 효용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3. 교양교육으로서 중세영문학의 가치와 가능성
문학작품은 언어 교육의 4가지 영역, 즉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효
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영문학 작품을 원전으로 읽는다면, 비록 텍스트 자체는 어렵지만 학생들이 절
실히 필요로 하는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비평적 사고를 함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세영문학의 경우는 어려우면서 낯설기까지 하다. 하지만 중세는 서구 자국어 문학이 태동되었던 시기
이며, 중세 문학의 다양성은 중요한 “교육적 기회”(pedagogical opportunities)를 제공해 준다는 스미스(Natha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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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207). 중세영문학은 좁게는 언어가 형성되던 시기를 탐색

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새로이 인식하게 하고, 넓게는 문명의 뿌리를 돌아봄으로써 현대 사회
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중세영문학의 또 다른 가치는 무엇보다 개개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에서 찾
을 수 있다. 게임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세영문학은 낯설지 모르겠지만, 중세 자체는 그리 낯선 세계가 아니
다. 영화나 비디오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세 역사와 문학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Cooper). 필자 역시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을 강의하면서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를 언급하면, 생

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아서왕 전설에 해박하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
아서, 중세영문학이 최근 몇 년 사이 대학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도 판타지 장르의 유행과 더불어 2011년에
시작해 올해 막을 내린 「왕좌의 게임」 (Game of Thrones)이라는 조지 R. R. 마틴 원작의 TV 시리즈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년기에 「왕좌의 게임」을 시청하고 비디오게임을 했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
스럽게 『베어울프』 (Beowulf)나 아서왕 전설을 비롯한 중세영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7년에 시작된 『해리 포터』 (Harry Potter) 시리즈의 열풍과, 톨킨(J. J. Tolkien) 원작 소설을 각색한 영화인 『반
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이나 『호빗』 (The Hobbit)과, 루이스(C. S. Lewis)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사자,
마녀, 옷장』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의 흥행 성공은 중세영문학의 재발견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영화만이 아니라 Age of Empires II, Medieval: Total War, World of Warcraft, Dragon
Age 등 비디오게임이나 각종 보드게임, 웹툰 역시 학생들에게 중세 문학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
하고 있다. 각종 매체나 선전, 입간판 등에서 중세시대 차림을 한 게임 캐릭터들을 볼 때면, 막대한 수익을 창
출하는 사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비디오게임에서 콘텐츠로서 중세시대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각자의 방법으로 중세 역사와 문학을 배우고, 이해하고,
상상하고, 창조해내고 있지만, 이들의 방식이 반드시 중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
의 기본적인 상업적 성격으로 인해 선정성과 폭력성이 강조되고, “정치적 정당성”은 암암리에 억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공자로서 교수자의 역할은 대중적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에 있으며,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무엇보다 교양교육의 역할이 클 것이다.
중세영문학의 ‘인기’가 콘텐츠 사업의 도움을 받았다면, 중세영문학이 콘텐츠 사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
는 잠재력 역시 무궁무진할 것이다. 콘텐츠로서 중세문학의 중요성은 사랑과 모험을 주제로 하는 로맨스의 장
르적 특징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중세 수서본이 지닌 시각적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세 문학만이 가진 강
점이다.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을 강의하면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15세기
초에 제작된 베리공(Duc de Berry)의 Les Très Riches Heures 수서본 채색화(illumination)를 보여주곤 하는데, 이
그림들이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는 아주 탁월하다. 매체의 발달로 그 어느 때
보다 시각적 이미지의 다양한 교육적 활용이 가능해진 만큼, 교양 과목에서도 이와 같이 수서본의 채색화를
교육에 활용한다면, 중세 시대 이미지들이 컴퓨터나, 회화, 의류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력
도 상당할 것이라 기대된다.
판타지 문학의 인기 역시 교양교육으로서 중세영문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해리 포터』를
비롯해, 7-10세 추천 도서로 지정된 『마법의 트리하우스』 (The Magic Tree House) 시리즈 등, 학생들이 유년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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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접해 온 판타지 문학은 중세 문학 작품을 이용하거나 중세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많다. 20세기 작품 하
나와 그와 연결 가능한 중세영문학 작품을 하나 선택해 함께 비교, 분석하면서,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전달되는지(retelling)를 분석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교양교육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크 트웨
인(Mark Twain)의 A Connecticut Yankee in King Arthur’s Court와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을 비교한다던지(Schmidt 871), 토머스 모어의 Utopia와 로이스 로리(Lois Lowry)의 The Giver를 유토피아 문학
의 전통에서 살펴본다던지, 혹은 The Canterbury Tales 의 원전 일부와 아동문학 버전을 비교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평적이고 분석적 사고의 함양이 교양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처럼 작품들 간
의 시대에 따른 변화와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교양교육의 목표에 부응하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2007년에 발표한 하버드 보고서는 “하버드 교육은 교양교육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교양교육을 “자유롭
게 사고하고 탐구하여 올바른 판단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알아야 할 것”(최예정, 37; 각주4)으로 정의한다면, 또 하버드 보고서에 적시된 대로 “전혀 다른 역사
적 순간과의 조우를 통해 낯선 것을 경험하게 하며” 전문 지식을 강조하는 전공 수업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낯선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텍스트를 읽으며 낯선 세계를 탐색하는 작업이야
말로 교양교육의 이상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까? 중세영문학을 교양교육에서 시도할 경우 필자
가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언어적, 장르적 난관을 극복할 교재 개발은
물론, 중세와 현대 사회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교수법의 개발 역시 절실하다. 하지만 기존의 강의를 답습
하지 않는 새로운 교양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면 중세영문학은 어쩌면 그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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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교양수업의 텍스트로서 중세영문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조영미(한국산업기술대)
교양수업에 중세영문학 작품을 도입할 수 있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한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최근에 고
전을 교양수업에 활용하자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의 입장에서 고전의 효용성
을 논하는 데 그치고 교육수요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소홀한 반면, 이 발표문은 교육수요자의 관심과 효용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를 수업 안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양 고전 수업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고 보입니다. 이 발표문을 읽고 르네상스 영문학 전공자이면
서 ‘영문학과’가 없는 대학에서 교양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토론자로서 중세영문학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새롭
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포진해 있는 르네상스 영문학이 대중성이란 면에
서 중세영문학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게임과 영화 등 요즘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미디
어를 통해 중세영문학이 요즘 학생들에게 더 익숙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얼마든지 중세영문
학이 교양수업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문에서 저자는 K대학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문학 전공수업의 경험과 S대학 교양수업의 경험을 바탕으
로 중세영문학 작품의 교양수업 가능성을 타진하셨습니다. 두 대학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저자는 학생들의 언
어수용 능력이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셨지만, 오히려 한국 대학의 일반적인 상황
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자의 경험이 조금 특별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대학의 학생들이 모
두 영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대
학의 80%, 많으면 90% 이상의 대학생들이 교양수업에서 영어로 된 문학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배분이수 교과목인 ‘서구문학의 이해’라는 수
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일주일에 세 시간 수업 중 한 시간 미만을 원전에서 3-4페이지 읽는데 할
애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끌어내기 위해 원문을 조금 읽지만, 실
제로 학생들의 토론이나 의견 수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작품의 해석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는 실정
입니다. 뿐만아니라, 수업이 힘들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문에 쓰신 것처럼 ‘강
사’에게만이 아니라 수업을 설강하는 모든 교수자에게는 선택과목일 경우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문
제는 부담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발표문을 더 진전시키실 때 교재에 대한 논의 중 정전과 비정전에 대한 구분뿐만 아니라 원
문과 번역문의 차이와 전문과 발췌문의 차이가 수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도 함께 다룰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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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세영문학을 교양수업으로 설강하셔서 새로
운 교양교육의 길을 모색한 실제 사례를 다음 기회에 듣고 싶다는 소망을 곁들이면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마
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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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과목의 고전 활용 방안

손승희(안양대), 신영헌(한성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개설되는 교양영어 과목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부단히 변
화해 왔다. 과거에는 ‘교양’ 함양을 위해 높은 수준의 학문성을 갖춘 글들을 강독하는 수업이 대부분이었다면
(김현옥, 이혜경, 2010),

1980년대 초중반에 독해력 향상 중심의 교양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 개발 중심의 교

양영어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 결과 1990년 이후 대학의 교양영어 수업의 내용
역시 네 가지 영어 능력(4 skills)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영어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김윤정, 2015). 그 결과 교양영어 과목(선택+필수)에서 강독의 비중의 축소되어 온 게 사실이다. 또한 대입 수학능

력 시험에서 2018년부터 영어 과목이 절대 평가로 전환되면서, 과목의 중요성이 사실상 감소하고 이는 학생들
의 영어 독해 능력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독해 능력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독해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설되는 영어독해 과목
들의 교재들의 수준 및 내용이 이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성대학교에서도 교양선택과목으
로 영어독해 강좌는 꾸준히 개설되어 왔다. 강좌의 명칭은 <영어로 세상읽기>와 <영어로 문화읽기>이다. 그런
데 영어강독 수업의 교재로는 Oxford나 Cambridge 등의 거대 출판사의 강독 교재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문
제는 이 교재들의 구성이나 내용이 천편일률적일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
로 Bloom의 Taxonomy이다.
가장 아래부터 세 단계가 lowerorder thinking skills로 우선 기억하고
(remember),

이해하고(understand), 적용,

응용하는 단계이다(apply). 그 위의 세 단
계는 higher-order thinking skills
에 속하게 되는데 분석하고 (analyze),
평가하고 (evaluate), 창조하는 단계이다
(create).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인

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이 원리에 따라 교재 구성은 대개 1~2페이지 분량의 읽기 본문이 제시되고, 10개 내외의 독해력 측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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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된다. 이 때 독해 문제는 지문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수용/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예
컨대 안양대학교의 경우 21th Century Communication: Listening, Speaking, and Critical Thinking을
교양수업 교재로 활용하였다. 한성대학교의 교양영어선택과목 역시 Selected Readings(Oxford UP)이나 Well
Read(Oxford UP) 등을 사용해왔다.
이런 교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지문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교양강독 교재
로서 학문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과, 둘째, 독해 문제들 자체도 정보 습득 및 내용 이해에 국한된 문제들로
구성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적 사고를 함양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주제나 맥락들
이 영미문화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고전을 활용한 교양영어 수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해
본다. 먼저 수업 모델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야 대전제로는 이런 노력들이 각 대학별로 현재 진행되고 역량별 교
양교육 체계와 잘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별로 교양교육을 통해 육성하려는 핵심
역량은 다소 상이하겠으나,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 바로 글로벌 역량임을 감안
하면 그 명칭이야 어떻게 나타나든 비슷한 역량의 함양을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목표로 제시할 것임에 틀림
없다. 한성대의 경우, 3대 핵심 역량 중의 하나가 바로 글로벌 역량이며, 이를 다시 ‘글로벌 소통능력’과 ‘글로벌
시민의식’이라는 두 개의 하위 능력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안양대 역시 세 개의 하위 역량에 대해 지속
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6대 역량의 하나로 글로벌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업에서 실제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해 보자면, 첫째, 교양 수강 학생들의 영어 능
력을 고려한 텍스트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
용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창의융합). 세째는 집중력과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 포함되어야 하
며, 마지막으로, 교양영어 과목 성격상 글로벌 시민의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다문화적 가치 포함(글로벌 역량)하
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고전을 활용해야 하는가? 또한 어떤 고전을 말하는가?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에 접
근하게 되면, 가치 중심의 통합적 사고, 상호교섭의 관계적 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의 국면으로 비
판적 사고가 확대될 수 있다(최홍원). 둘째, 교재의 폭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원작의 다양한 변용으
로 영어 원작에서 영미권, 유럽, 인도 등 영어 번역된 영어권 문화, 영어 자막 등 범위 확대 가능하다. 본고에
서 고전이라고 함은 일차적으로 영미문학의 정전(canon) 등을 의미하지만, 이럴 더 확대해서 서양 고전까지 포
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교양 영어 수업에서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에 중점을 둔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
가를 안양대학교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는 고전의 필요성 인식에서 출발해서 교양 선택 과목
의 활용 방안에 이르게 된 실천적인 결과물로서 수업 중 다룬 소설과 비교 자료로 사용된 영화 본을 두고 던진
비판적 질문 거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2018년 1학기와 2019년 1학기에 개설되었던 <소설과 영화를 통한
비판적 사고력 연습> 과목에서 과제 및 토론 질문으로 평가 기준을 삼았던 논점의 예이다.
• 비판적 사고력 연습 과제/평가 문항의 예로서,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 독해 질문으로
활용 가능한 논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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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첫문장과 전체의 연관성 찾기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 Write a letter to a character in the world of Pride and Prejudice.
- Bonus question: Pride and Prejudice (2005) 영화(directed by Joe Wright) 수록된 features 소개 /논평
- Bonus Question: Pride and Prejudice에 다른 제목을 붙여 본다면?
- 편지 쓰기 Pride and Prejudice 에 언급된 등장인물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시점에서 무
슨 이야기를 전할지 별지에 내용 써 보기
- Bonus Question: Elizabeth와 Mr. Darcy외에 작품의 주인공으로 들 수 있는 인물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해당될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 Pride and Prejudice (by Jane Austen) 관련 다음 5 문항 중 택일, 문제지에 서술하기
1. 자신의 발표 주제: 작품과 관심사의 연결
2. Pride and Prejudice가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작품 끝에 나타난 Darcy의 행동은 작품의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작품 안에서 이런 변화가 설득
력을 갖는지 찬반 의견을 정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4. 소설가 오스틴이 Miss Bingley, Mr. Collins, Catherine de Bourgh를 Elizabeth와 Darcy의 결합
에 어떻게 이용하고 연결하는지 설명하시오.,
5. 위 4가지 주제 중 택일, 영어로 논의하시오.
- 인터뷰 응하기: Pride and Prejudice 에 언급된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되어 인터뷰를 받는다면 작품의
어느 부분을 보완해서 무슨 이야기를 전할지 내용 기록
- Bonus question: 수업 중 다루었던 Pride and Prejudice의 다양한 영화 각색본 비교
• 고전 작품의 긍정적 특질 (보편성, 개방성, 감수성)
- 고전의 보편성 - 고전은 반드시 옛 것? 오늘에도 내려오는 내구성(!) 즉 시대와 나라가 달라도 보편성
흐름 포착. - 학생들의 넓은 관심사 수용할 만한 폭을 감당한다.
- 해석의 개방성 - 옳은 답 한 가지를 정하고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의미를 가지도록
해석하는 훈련에 적합하다 - 다양한 장르로 확장, 표현 양식과 미디어 접근 도구, 각색 본 구비에서 이
미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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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고전의 경우, 감상의 감수성 (예술적 감성과 비평적 사유) 느끼고 생각하도록 -> 인생의 주제로 두루 통
하는 이해의 폭, 나름의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와 닿는 감각으로 반응하는 삶의 구석에도 전체 조망도
가능한 인간의 삶 주제를 다룬다,
-> 고전 교육이 필요한 건 아는 데 어떻게 교양수업으로 꾸릴 것인가. 양 또는 질의 택일 (원작 강독–번역/영
화 본)

Teaching literature – not thru English <소설과 영화를 통한 비판적 사고력 연습> 교양 과목

글로벌 영역에서 개설된 교양 선택 과목의 사례 에서 강좌 제목에 주목해 본다. 왜 ‘소설’ ‘영화’ ‘비판적
사고력’ ‘연습’ 인가 – 여기에는 고전의 중요성 부인할 수 없고, 문학의 필요성 인정한 정책 방향이 발견
된다. 그렇다면, 이 과목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소설’ ‘영화’ ‘비판적 사고력’ ‘연습’에 도전한다. 말하자면,
소설 원작 또는 번역 또는 영화 각색 본 등 문화 콘텐츠, 사고력 도구 활용 또는 내재된 사고력 함양 목
적, 문학 교육의 장점을 살리되 현실적으로 인기 있던 단편 소설 강독 강좌의 부활도 상정해 볼 수 있다.
-> 고전 원작 영화 DVD로 구성된 교재를 찾아보면 주로 <영화로 배우는 영어>에 활용될 수 있다. 예전에
는 몇 개의 영화를 클립 모음으로 편집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한 편의 고전 영화에 집중해서 전편을 다
룬 현대물로 출판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영어 표현과 사회문화적 맥락 연결에 고전의 깊이를 보탠 종
합적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대상 작품의 선정 범위로, 교양영어 대학교재에 문학작품 일부 또는 여러 학문 분야의 고전도서 발췌된
경우 조사해 보면 좋을 것이다. 문학 작품을 활용한 경험 나눔 예로서 <죽은 시인의 사회> 1분 평을 통
해서 학생들과 코멘트 나눈 수업 경험 있다. 각색 영화 중 소설 원작 외에 연극과 영화로 다 나온 이를테
면 <오페라의 유령> 의 경우를 탐색한다. <오만과 편견>도 결혼관, 남녀 교제 보편주제 + 당대의 사회
문화(파티), 정치 경제의 종합적인 논제를 갖고 있어서 추천할 만하다.
• 결론적으로, 교양 수업에는 비판적 사고력 훈련에 목표를 둔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열린 해석이
가능한 고전이 문학 장르의 특성을 안고 활용될 수 있다. 문학을 교양 수업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답을 향한 모색은, 그것이 정답이 없다는 점에서 비평적 사유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 과정에 해당된다. 서
양 고전 작품을 교양 필수 영어 교재의 일부에 편입하기 어렵다면. 비판적 사고력과 상상적 창의력을 위
한 연습을 겸한 교양 선택 과목의 목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비판적 사고와 교양 수업, 그리고 문학 고전
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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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교양 과목의 고전 활용 방안

윤희숙(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교육운영센터 연구교수)

1. 논의의 초점?
대학의 필수교과인 교양영어가 실용영어 중심으로 변화됨으로써 학생들의 독해능력이 저하되었고, 영어독
해 강좌가 일부 개설되고 있어도 사용하는 교재의 수준과 내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고전을 활용한 교양영어 수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결론에서는 서양 고전 작품을 교양 필수 영어 교재의 일부에 편입하기 어렵다면, 교양 수업 중 비
판적 사고력 훈련에 목표를 둔 교양 선택 과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열린 해석이 가능한 고전이 문학 장
르의 특성을 안고 활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학생들의 영어 독해능력의 강화 보다는 비판적 사고력의 강화에 있으며, 또한 대학
의 필수 교양영어에서 보다는 선택 교양교과에서 ‘영어(로 쓰여 있는) 고전’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다고 보임.
2. 비판적 사고력 강화를 위한 ‘영어 고전’의 활용?
고전을 활용한 교양영어 수업 모델 개발에 관해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교양영
어 수업 모델 개발은 각 대학의 역량별 교양교육 체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함(글로벌 역량). 2) 수업에
서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고려한 텍스트,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집중력과 전달력
을 높일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 및 글로벌 시민의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다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내용들이 고
려되어야 함. 3) 고전 활용의 장점 :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에 접근하면 가치 중심의 통합적 사고, 상
호교섭의 관계적 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의 국면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교재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원작 뿐 아니라 원작의 다양한 변용까지 확대될 수 있음. 4) 고전 작품의 긍정적 특질(고전의 보편성, 해석의 개방
성, 감상의 감수성)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주제를 세부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음. 5) 어떤 고전을

활용? : 영미문학의 정전(canon)이 주가 되지만 확대해서 서양고전까지 포함할 수 있음. 6) 고전 교육을 어떻게
교양수업으로 꾸릴 것인가? : 양 또는 질의 택일(원작 강독-번역/영화 본), 문학 교육의 장점을 살리되 현실적으로
인기 있던 단편소설 강독 강좌도 가능, 고전 원작 영화 DVD로 구성된 교재는 ‘영화로 배우는 영어’에 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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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한 편의 고전 영화 전편을 현대물로 출판한 교재는 영어 표현과 사회문화적 맥락 연결에 고전의 깊이를 보
탠 종합적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위의 논의를 검토해 보면, 1)과 2)의 내용은 고전의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교양영어 수업에서 고려
할 사항임. 3)과 4)의 내용은 고전 활용에서 얻을 수 있는 보편적 효과이며, 꼭 ‘영어 고전’일 필요는 없음. 5)
와 6)에서는 ‘고전을 활용한 영어 학습’과 ‘고전의 내용을 활용한 문학교육 또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학습’을 함
께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비판적 사고력의 강화를 위한 ‘영어 고전’의 활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
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일반적인 ‘고전’의 활용이 아니라 ‘영어 고전’이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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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7
교양교육의 외연 확장

● 세션 7-1 대학이전
- 대학 내의 앙트러프레너십 관련 교육의 현주소

/ 박미려·김경아

● 세션 7-2 교
 양교육의 새로운 지평
- 역량교육의 외연적 확장을 넘어서 사회통합성의 내용적 강화로

/ 도승연

● 세션 7-3 대
 학생의 핵심역량 및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김나영·임유진

● 세션 7-4 진로탐색의 첫 시작
-Freshman seminar 수업의 새 교육과정 및 운영 사례

/ 김선영

세션 7-1 대학이전- 대학 내의 앙트러프레너십 관련 교육의 현주소

대학이전
- 대학 내의 앙트러프레너십 관련 교육의 현주소

박미려, 김경아(숙명여대)

1. 서론
최근 기업가정신과 창업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교육 영역에 있어 큰 화두이다. 창업과 기업가정신은
고용 안정화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오늘날과
같은 재정적 위기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청년실업문제는 청년
취업과 창업활성화를 해결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이채원, 강경균,
2016).

우리 사회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기업가정신이 점차 청소년들의 한

특성으로 자리잡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박동, 2013).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청소년에게 자기 경영을 통해 새로운 문
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변화
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척정신, 주인정신, 리더십, 도전정신,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길러준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찾고 설계
할 수 있으며, ‘삶의 주인’으로 생활 속에서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해 봄으로써,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준다(강경균, 2017).
기업가정신 함양이나 창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
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성과 도
전정신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을 진로지도의 한 분야
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EU의 오슬로 아젠다(2006)는 전 유럽국가의 기업가
정신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유럽국가의 3분에 2가량이 초등교육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인정하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는 모든 국가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으며
(이민화, 2013; 김세광, 2018),

미국의 경우 50여개의 주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김진수 외, 2008).

이러한 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 정부 또한 청년 창업 지원 정책과 함께 청소년의 학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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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밖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강경균, 2017; 강경균・이진우・탁현수 외, 2017). 한국은 정규과
정 내에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이 초·중·고등과 대학까지의 필수과정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교육목표를 ‘기업가
정신 함양’으로 삼고 있는 교육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쿨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청소년 기
업가정신 교육은 정규과정 내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교과에 성취수준에 포함된
것을 비롯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명확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초・중・고등학교 이후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진로(창업 등)에 관한 교육은 앙트러프
러너십 관련 교육으로 창업관련 개념이나 창업과정,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등 경영일
반에서 취급하지 않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16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정규과정으로 다
루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창업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창업 또는 창업
컨설턴트 양성이 목표인 창업 전문대학원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창업교과목은 전문대학교는 50% 이상의 학교
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반면 4년제 대학은 전체의 8.5%만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전문대학교는 교양
선택, 전공선택, 전공필수 비중이 각각 44.4%, 54.4%, 1.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4년제 대학교는 교양선택,
전공선택 비중이 각각 91.5%, 8.5%로 교양선택 과목 선택이 절대적으로 높다(김주미・권선윤, 2013).
이에 대학 이전과 대학과의 연계선상에서 본 연구는 창조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한 논
의에서 출발하여,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대학 이전-대학 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진로(창업)에 대한 교육 현
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교육인
대학 이전 교육에서 대학 내 교육까지의 연계성, 프로그램의 체계성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수
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교과를 찾기가 어렵고, 관련 내용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대학이전-대학 내 기업가 정신 및 진로(창업 등)에 관한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상
황에 적합한 앙트러프러너십 함양 방법과 대학이전-대학 내의 연계선상에서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인재가 바탕이 된 산업을 전제하며 젊고 진취적인 인재를 그 핵심적 성장 동력으로 본
다(김승경·김명희, 2013). 최근 들어 기업가(entrepreneur) 또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관심뿐만 아
니라 청소년 기업가정신(young entrepreneu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슘페터(Schumpeter, 1934)에 의하면
‘산업사회는 기업가정신을 경제 발전의 엔진으로 여겨 왔으며, 혁신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새
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가정신이란 기업가들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기회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필요한 역
량을 갖추고 창업 과정을 거쳐 기업을 운영하는 일련의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의 창
출 또는 기존의 가치에 덧붙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태도와 접근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 즉, 기업가
정신이란 모험적 기업이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려는 능
력과 의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김흥길, 2014).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오늘날과
같은 재정적 위기에서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청년실업문제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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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취업과 창업활성화를 해결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 새롭고 다양한 접근들
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기업가정신
이 점차 청년과 청소년들의 한 특성으로 자리잡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청년과 청소년들의 창업과 취업, 아
이디어 공모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박동, 2013).
그러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전, 대학 내 기업가, 기업가정신, 창업 등
에 대한 교과, 비교과, 연구 등은 여전히 간헐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학이전, 대학 내 기
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대학이전의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
<표 1>대학이전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교육부·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켐퍼스멘토

미래창조과학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창업과 진로
(SCEP):Wi-Fi

대상
중

고

창업의 과정을 통해 미래인재로서 갖춰야할 창업가정신을 함
양할 수 있도록 개발

●

●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편성)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
르는 것을 목표로 함

●

●

YEEP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은 동태적이며 급변하는 직업 환경
시대를 맞아 탈산업화 되어가는 사회에 맞춘 진로경로에 대해
학생주도의 창업 체험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함

●

●

중등기술창업
교육패키지

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경영인으로서의 진로모델을 제시함

●

●

과학기술창업
교육패키지

과학기술경영인으로서의 진로모델을 제시하고, 상상-도전-창
업 정신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차세대기술
창업인재를 육성함

비즈쿨

열정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가정
신 함양 및 창업교육 지원함

청소년
비즈쿨
캠프

새싹기업캠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단계부터 기업성장단계의 핵심
내용으로 하여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함

청소년
창업캠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아이디어창출, 창업지식
등을 함양하기 위한 창업캠프 (2박3일) 실시

어린이
경제창업캠프

어린이(초등4·5·6)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이해 및 건전한 경제
관 확립을 위한 창업캠프 (1박2일) 실시

초

●

●

●

●
●

●

●

●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

잠재적 역량이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교육하여 향후 20년 전후
로 파괴적 기술을 기반으로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 를 배출하
는 것을 목표로 함

●

KAIST IP CEO

영재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국가 성장의 핵심인재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지식재산을 기반
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창출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함.

●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

특허청

차세대 영재기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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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뻔뻔 비즈
(Fun Fun Biz)

경제개념을 실물경제체험을 통해 실생활과 연계하고,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체험해봄으로써 경제적 자립준비에 대한 동기를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3’의 내용 재구성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은 주요한
이슈이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뿐 만 아니라 경제 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국제적 혹은 국내 상황은 이러한 주장에 전반
적으로 공감하는 추세이며, 청소년 기업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와 혜택에 대해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인 영국, 스페인, 호주, 핀란드, 덴마크 등 주요국가에서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정부 부처
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김진수 외, 2008),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
책 개발, 교육시스템 구축, 교사지원, 현장과의 연계 구축, 학교에서의 기업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EC, 2006).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창업진흥원의 비즈쿨,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의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YEEP: 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창업교육패키지(STEP: Sci-Tec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ackage), 특허청의 차세대영재기업인 등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정규과정 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진로(창업 등)교육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규
교과목 「진로와 직업」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교육목표를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삼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쿨(Bizcool)이 전부이다.

2.2. 대학 내의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
최근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사람들이 일생동안 살면서 획득해야 하는 태도와 역량의 학습 과정으로 보
고, 기업가정신이 기회창출의 상황적, 과정적 현상으로 강조되면서(Shane & Venkataraman, 2000), 기업가정신
은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역량으로 설명되고 있다(Gatewood, Shaver, Powers, & Gartner, 2002; Harris &
Gibson, 2008; Henry, Hill, &Leitch, 2005; Kuratko, 2005)..

즉, 기업가정신은 개인이 주어진 수단과 자원을 융통

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으로 해석되는 것이다(Sarasvathy,2001).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교육 요소를 일반교육과정에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 MäkimurtoKoivuma와 Beltb(2015)는 공학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사업계획서 작성법
에 대해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업가정신의 개발이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사업 기획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Gibb1996; Honig 2004).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 장애요소보다는 가능성
을 볼 수 있는 기업가정신 성향(mindset)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일반 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은
주・이용진, 2019).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이후 대학 교육의 현장성 강화와 창업교육의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하면서, 창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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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학 지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등 국가재정 지원사업에 힘입어 많은 대학에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었다. 즉, 다수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기업가정신을 가진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사회적 발전을 위한 산학
협력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
과를 신설하고 창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영학 전공 이외의 전공자들에게도 기
업가정신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의
내용과 개념 정의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김선우 외, 2014). 기업가정신 교육의 활성화에 앞서, 기
업가정신의 본질적 특성을 개념화하고 기업가 정신의 필수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다(이현숙, 이병
희, 이상명, 2012).
<표 2>대학 내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교과목명

구분

학점

기타

진로탐색과 역량개발

교양교과목

1

창업과 사회혁신

교양교과목

3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

교양교과목

2

사회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이해

교양교과목

3

기업가정신

교양교과목

3

온라인

과학기술과 기업가정신

융복합프로그램

3

과학/기술/경제/도덕

한국문화와 창업가정신

융복합프로그램

2

문화/경제/도덕

융복합 시대의 창업

융복합프로그램

2

기타/경제

GCTI 혁신창업

비교과

-

창의

인간과 기업가정신

융복합프로그램

2

인간/경제/도덕

창업과 기업경영

융복합프로그램

3

경제/도덕/기타

특허와 기술창업

융복합프로그램

3

경제/기술/경제

기업가 정신의 이해

융복합프로그램

3

경제/도덕

글로벌 창업 인턴십 탐방

비교과

글로벌커리어 개발과 기업가정신

융복합프로그램

3

실전창업 아카데미

비교과

-

창업강좌

비교과

창업기초: 창업과 기업가정신

융복합프로그램

3

경제/도덕

창업실습 : 실전창업워크숍

융복합프로그램

3

경제/경제

창업심화 : 스타트업A to Z

융복합프로그램

3

경제/기타

사회적 기업가정신

융복합프로그램

2

경제/도덕

창업기초 : 사회적 기업가정신

융복합프로그램

3

경제/사회/도덕

창업기초 : 한국기업가들의 성공전략

융복합프로그램

3

경제/기타

전국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비교과

해외 창업 인턴십

비교과

창업캠프

비교과

전문성/나눔/인성/튜터링
기술/경제/도덕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2017). ‘대학교양 기초교육백서’ 및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편람의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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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게 요구되는 기업가정신 역량을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함양하는 것이 교육 목표로 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창업교육 기회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 내용과 개념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김선우 외,2014). 또한,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일회적인 교과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이영진, 2018),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학생의 기업가
정신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결론
본 연구는 창조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대학 이전, 대
학 내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앙트러프러너십 함양과 대학의 교육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의 우리나라에서 대학 내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에서 정체된 경제성장의 돌파구 방안으로 창업 장려 정책을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
는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주요 목적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기업가적 능력 및
행동 함양, 기업가 육성이다. 즉, 기업가적 사고방식 및 태도, 행동양식 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기업
가정신 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 이전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기업가정신을 키우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의 생애진
로개발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규모화 된 사회에서 직업의 종류는 임
금 노동자이거나 기업가 또는 자본가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동안 진로교육은 임금 노동자 중에서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하며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교육이었다. 하지만 학생은 졸업 후 진로가 노동자뿐 아니라 창업가나,
자본가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아울러 노동자로 살아갈 경우에도 기업가정신으로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
은 사람의 직업생활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잦은 이직 또는 실직과 재취업 등의 직업이동에 적응하고 살
아가야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은 생애진로개발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대학 이전 기업가정신은 기업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 및 교육 단계별 변화하고 발전하는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안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
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추후 개발된 청소년 대상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을 통한 효과 검증과
함께 타당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표준화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 이전 기업가정신 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진로교과목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진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 설계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대학 내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은 대학에서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은 벤처 창출을 위한 기술, 지식, 태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Greene & Saridakis, 2007), 창업 및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
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Bosma, et al., 2008). 이러한 앙트러프러너십 교
육은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Lumpki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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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기회를 더 많이 인식하고, 혁신

성 측면에서도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DeTienne & Chandler, 2004).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더불어 창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실제 창업에
적용한다면, 창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하는 사례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창업 사례가 확
대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내 창업교육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업교육을 통해 선택하게
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창업교육으로 창업하는 것에 두려움을 없애 주고, 창업하는 방법을 알려 주며 경제적
으로 앞선 나라들이 창업 대중화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은 것을 알려서 창업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
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면 학생들의 창업은 늘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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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대학이전
- 대학 내의 앙트러프레너십 관련 교육의 현주소”에 대해

조혜경(대구대)
박미려, 김경아 교수님의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세계적인 불황 속에 취업, 창업은 전지구적인 주요
한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이러한 경제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청년 취업률1)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에서도 취업 관련 교과목뿐만이 아니라 취창업 교과목이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에서 개설되어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의 기준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취, 창업 교과목의 설계와 교육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
학생들이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앙트러프레너십 교과목의 내실화는 어느 한 대학만의 일
이 아닌 듯합니다. 향후 고등교육의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관련 공동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두 교수님이 지적
해주셨다시피 용어의 정의, 관련 역량, 역량과 적용 가능 취, 창업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대학
의 관련 교과목들은 담당 교수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과
목 개설이 곧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많은 대학에서 이와 관련된 교과목들이 개설
되고 비교과 활동이 진행되어 취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오늘 발표문의 내용은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또 그렇기에 반드시 성찰해 보아야 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전
문가가 아닌 제 생각으로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의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가정신이라 번역되는 앙트러프레너십의 정의입니다. 앙트러프레너는 18세기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
일랜드 상인인 리처드 캔딜런(R. Cantilton)이 『상업의 본질에 관한 에세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확
정된 비용을 들여서 불확정적인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후 경제학자 장 밥티스트 세이(J. B. Say)는 『정치경제학 개론』(1800)에서 ‘경제적 자원을 낮은 생산성 영역에
서 높은 생산성 영역으로 이동시켜 더 큰 수확을 창출하는 사람’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후 조세프 슘페터(J.
Schumpeter)는 『경제발전의 이론』(1934)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창조해 내

고 새로운 원자재를 개발해냄으로써 기존의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의들

1) 한
 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취업률은 각각 68.2, 51.9, 65.5, 66.0, 64.8, 64.5, 64.4, 64.3, 62.6%로 나타났다.(http://www.index.go.kr/
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1, 검색일: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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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바로 기존의 가치의 재해석 혹은 파괴와 가치 창조입니다. 두 분 교수님은
발표문 5쪽에서 앙트러프레너란 단어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정의되어 통용되는 개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앙트러프레너가 기업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새로이 발굴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일컫는 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교과목들은 취,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혹은 취, 창업을 위한 실
용적인 목적으로 개설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듣
고 싶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교과목이 정체성을 가지고 확산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
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의 결론 부분에 “현시점의 우리나라에서 대학 내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에서 정체된 경제성장의 돌파구 방안으로 창업 장려 정책을 통해 성과
를 올리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주요 목적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기업
가적 능력 및 행동 함양, 기업가 육성”이라 말씀하셨는데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면 기업가정신 함양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가 육성과 기업가정신 함양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가정신을 기르고 기업가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
업가정신의 요소인 도정정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은 취, 창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
로 요구되는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대학 내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
엇인가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등교육에서 취창업 교육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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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연 (광운대)

1. 서론
지난 10년간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의 토대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학부대학을 중심으로 교
양 본령의 가치와 학문적 의의를 탐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에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대학 교양교육의 최근의 성과를 단적으로 기술한다면 대상으로는 학부 중심의, 내용적으로는 다양한
매체활용에 기반한 비판적 의사소통에 관한, 형식적으로는 융합학문적 교양교육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전공 기
초적 성격으로 평가되었던 교양교육의 외연과 내용을 상당히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4차 산
업혁명의 시대적 수요에 따라 기업가정신, 취. 창업 관련 과목 등 진로 중심의 현장 실무적 역량중심 교육에 대
한 요구가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의 외연을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새로운 추세의 교양교육의 의의와 시대적 요청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취(창)업 중심의, 현
장실무 중심의 역량 중심 교육으로서의 외연적 확장이 아닌 사회통합으로서의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강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첫째, 불확실한 미래를 관리, 대처하기 위한 수행성 중심의 역
량교육의 문제점을 푸코의 호모 에코노미쿠스적 주체성에 관한 논의를 빌어 비판할 것이다. 둘째, 18세기 이래
‘개인’과 ‘시민’을 통합하였던 리버럴 아츠로서의 근대 교양의 정신이 궁극적으로는 근대 사회 통합으로서의 교
육의 책무를 담당한 것이었음을 상기했을 때, 현대의 교양교육 역시 이러한 교양교육의 함의를 포기할 수 없으
며 역량 교육 역시 사회통합성을 발휘하는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21세기 현대
사회의 통합성이 소득별, 젠더별, 세대별 격차에 의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
은 사회통합성을 중심에 둔 역량 강화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때의 통합된 사회는 단순
히 인간들 사이의 각종 문화적 격차만이 아니라 신유물론적 관점에 따라 근대적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해야 한
다고 보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된 사회라는 상상력의 발휘를
통해 이를 사회통합성 관점에서의 교양교육을 통해 고민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역량강화’라는 담론적 확산의 이념적 배경
역량(competence) 개념은 성과를 이끄는 힘, 능력이라는 점에서 현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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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래 역량 개념은 조직이론이나 경영전략의 경영학의 분야에서 태동된 것이다. 기업 조
직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기업전략의 관점에서 수익을 확보해줄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으로서의 역량 개념
을 분석하는 것이 거시적 접근이라면 , 산업 심리적 관점에 기반한 미시적 접근은 기업조직체를 이루는 구성원
각각의 역량별 분석과 개인별 성과의 효율적 도출에 중심에 둔다. 역량의 핵심 내용을 개념화함에 있어서 방법
론적 차이는 있지만 양자는 모두 평균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는 조직의 특징, 개인의 능력을 ‘역량’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는 기존의 재능이나 능력과는 차별적인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이때의 역량은 특정 사태를 이해,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량에 대한 능력치가 아니라 조직 내
평균 초과 성과를 발휘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은 자신의 과거의 수행활동으로부
터 현재의 변화, 미래의 발전이라는 개인의 성장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평균이상의 성과를 도출하
여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상대적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최종 평가된다는 점이다.
둘째, 역량은 실무중심의 현장에서 성과로서 발현되는 ‘잠재적’ 능력이라는 점에서 이는 현재의 수행력만을
근거로 삼아 미래의 능력치가 판단, 평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은 ‘자연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된 개인의 재능, 능력의 발휘를 통해 현실태로서의 인간을 미래의 가능태로 이끄는 것이라면,
이는 역량 평가의 행동주의적, 경험주의적, 성과주의적, 환원주의적 한계들을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교육 본
연의 역할과 평가의 정당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다.
셋째, 역량개념의 핵심은 특정 사태와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의 도출에 있으므로 이를 역량모델로서 구
체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의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즉 단계적으로 본다면 역량모델은 ①조직이 원
하는 우수한 성과를 도출을 하는 것이 ‘역량’이라면 성과로부터 무엇이 우수한 역량인가에 판단해야 하는 성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조직 내에서 평균이하와 평균 초과를 분별하기 위한 준거 집단이 필요하고 ③ 준거
집단의 행동과 양태는 가시적, 실천적, 정량적 자료로서 한정되며 ④ 이 자료들이 성과를 도출하는 유의미한
연관을 가졌을 때에만 특정 ‘역량’으로 표본화, 지표화되어 역량 모델로서 개발, 활용된다.
하지만 역량 모델의 단계별 구성이 제시하는 것처럼 조직이 설정한 성과기준에 따라 역량이 도출되는 것이
라면, 특정 역량의 강조는 외재적 가치를 필연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수요와 국가적 필요성과 같
은 외재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한 성과 기준의 도입은 효율성의 미덕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활용될 경우 학문
의 고유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지만 이처럼 조직 관리와 기업전략의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활용되었던 역량이라는 주제어가 20세기 이래
역량강화교육의 담론으로 교육계에 대두, 확산되기 되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역
량담론의 확산을 이끈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차원의 외적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이론과 실천을 추동시
킨 근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역량강화’ 확산의 배경을 검토한다면 이는 크게 ‘신자유주의
의 확산, 사회통합의 요구,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의 3 가지의 근거에 따른 변화’(송경오, 박민정, 2007:157) 로서 간
주될 수 있을 것이다.1)

1) 송경오, 박민정 (2007), “역량기반 교육개혁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34권) pp.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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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역량강화 담론의 확산 배경
21세기 이후 역량담론이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의 본격적으로 확산된 계기에는 1997년 IMF 이후 전 세계적
으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와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교환중심의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로부터 경쟁에 기
반한 시장만능주의를 표방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계는 일국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경제를 상호의존, 통합시키
는 일련의 변화를 초래했다. 물론 경제적 세계화는 인류 역사의 변곡점에서 만날 수 있었던 역사적 현상이었지
만, 미디어 네트워크와 뉴미디어가 결합된 ICT 혁명을 토대로 한 신자유주의적 경제화가 토지와 노동력 중심
의 자본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식, 문화, 정보가 자본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본격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때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현상적 변화를 넘어서 지식정보사회의 지배하는 이데올로
기로 작동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결정하는 규범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교
육의 영역은 자본의 재생산이라는 매개적 기능을 넘어 학력과 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양도불가능한 문화자본을
생산, 파생해왔던 영역으로서,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식의 취득이 아닌 지식의 생성, 취합, 가공처럼 지식의
논리를 새롭게 정립하는 능력으로서, 강한 정신력과 끈기와 같은 정신적, 행동적 양태를 포함하는 역량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규범으로 확산해왔던 대표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2)
푸코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적 세계화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인간의 주체화 차
원에 작동함으로써 공공적 가치를 쇠퇴시키고, 기업가적 인간형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유형(homo economicus)3)
을 창조하게 하는 특정한 권력의 효과, 즉 통치성의 효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작동하는 통치
성의 효과가 특정한 방식으로 인간을 주체화하는 푸코의 자기 통치의 기술을 통해 내재화되고, 확산되었을
때 이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 통치성의 문제이며 그 대상과 효과는 교육의 영역에서 가장 뚜렷히 문제화된다
고 주장하였다. 푸코는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역량'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는 개인을 기업가적 주체(Homo
entrepreneur)4),

혹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지칭한다.

이 새로운 주체화의 양식을 이끄는 개인은 삶의 모든 영역을 경쟁의 원리로서 내면화시키고 자신을 하나의
자본으로 인식하고 환산하는 자이다. 푸코는 이 새로운 인간형, 기업가적 주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불리는 20세기 후반부의 시장 만능주의적 현실과 그에 따른 정치적 효과로서
간주한다. 이때 신자유주의는 오직 시장화된 자기 통치에 스스로를 적응시킨 자만을 살아남게 하는 생존의 원
리에 기반한 권력의 효과이다. 따라서 기업가적 주체, 호모 에코노미쿠스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자기 계발에 기
반한 경쟁의 논리로 내면화시키고 스스로를 ‘인적 자본’이라는 자본의 원리로서 환산한다.
이러한 배경아래 탄생한 기업가적 주체들은 자신들이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구조의 문제는 간과하고 오직 승
자의 조건이 자신의 역량, 자기의 책임과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자기 책임에 대한 엄중한 강조는 메
타적 규칙의 차원에서 타자와 사회를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구조의 모순적 여지를 말소한

2) 푸
 코의 통치성, 호모에코노미쿠스 개념과 역량교육에 간의 관계에 관한 비판적 통찰은 김민정의 다음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참고: 김민정 (2019), “역량기반 대학교육의 통치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고와 표현, 21권, pp195-220
3) “신자유주의란 […]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회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기업가, [그것도] 자기 자
신의 기업가입니다. […]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의 자본,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생산자,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소
득의 원천으로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셸 푸코,『생명관리정치의 탄생』, pp. 319-320)
4) 같은 책, P. 222.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 - 역량교육의 외연적 확장을 넘어서 사회통합성의 내용적 강화로

363

다.5)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가 곧 평등의 질서이며, 삶의 모든 영역이 이러한 시장의 가치로 포섭되는 순간, 그
리고 이 시장 지배적 가치에 스스로를 적응시킨 기업가적 주체만이 최후의 생존자가 될 때 경제와 사회와의 거
리는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6)
물론 이러한 푸코의 논의는 역량 관점을 신자유주의가 이념화되는 현실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
석한 것이고 실제 교육의 영역에서는 실제 그러한 비판에 대해 충실히 응답하면서 나름의 대책을 세우면서 발
전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와 ICT 혁명을 앞세운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4차산업 혁명과 같은 문명사적 패러다임
의 전환 속에서 더 이상 기존의 고정된, 확고한 지식의 습득 중심의 교육체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
명한 일이다. 이러한 문명사적 변환 속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
수적인 대응이었으며, 이것은 교육 선진국이라고 말해왔던 독일의 역량교육으로의 전환의 배경7)에서도 충분
히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역량 개념이 신자유주의 중심의 기업조직체에 적용된 개념으로부터 확산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교육
계에서 활용했을 때 역량개념의 정의를 “인간의 잠재 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적 실천과 유기적이로 연결
된 다양한 앎”으로 재해석하고 있다.8)(허영주, 2017: 29) 또한 초기의 역량 개념을 ‘직무관련 역량’으로 정의하면
서 취업교육적 특징이 강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실제 교육철학과 방법, 과정에 있어서 단기적 성
과중심의 관점을 넘어서 역량교육을 통해 어떤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가를 고려하는 역량교육효
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학의 책무성의 관점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적 차원을 강조
로부터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한 인간의 성장을 견인하는가의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
한 점에서 역량 교육의 강조 역시 시대에 맞는 최적의 교육 형태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교육 과정과 방법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지를 다각도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들리는 ‘교육이 아닌 입시만이 남았다’는 자조나 대학의 현
장에서 들리는 ‘고등교육이 사라진 곳에 취업교육만이 남았다’는 위기의식, 우리의 교육열이 결국은 계층의 사
다리를 위한 출세욕이 아니었는가를 통렬히 반성했을 때 역량 교육이 비록 시대사적 교육의 필수 과제라고 하
더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더욱 부단히 고민해야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직무와 취(창)업
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전공교육이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치를 통찰하고 세계를 이
해하고 사회 공영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실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목표라면 우리의 교양교육의 목
표는 전공교육이 주도하는 핵심역량과는 차별적인 보다 메타적 차원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9)

5) 사이토 준이치, 『자유란 무엇인가-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서』 P. 144-146.
6) 푸코의 통치성에 관한 계보학에 관한 논의는 다음이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도승연(2013) “영혼의 사목으로부터 인구
의 통치로: 미셸 푸코(M. Foucault)의 통치성의 계보학을 통한 윤리적 저항의 의의” 한국여성철학, 20권
7) 임춘택(2013), “지식기반시대에 역량중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독어교육, 56권,pp.92-94
8) 허
 영주(2017),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위한 역량의 재개념화-Sen의 잠재가능성 접근과 Vallance의 다양한 앎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권 4호, P.29
9) 광
 운대학교 인제니움 학부대학이 지향하는 교양교육의 목표는 “혁신과 창의의 능력을 가진 전문인재 육성, 소통과 공감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열린인재 육성,인간적 가치를 통찰하고 사회공영에 이바지하는 실천인재 육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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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통합으로서의 역량강화
최근 10년간의 교양교육연구의 주제별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크게 3 가지
영역인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대영역

세부영역

논문수

① 사고교육 영역: 논리학, 수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기초교양
영역

② 의사소통교육 영역: 글쓰기, 스피치, 토론, 독서, 영어, 제2외국어
③ 정보문해교육 영역: 소프트웨어 문해(Literacy)

203

④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

① 인문학: 문학, 문학, 예술 역사학, 철학, 문화 탐구
교양교육
영역

② 사회과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78

③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① 인성교육: 인성세미나 과목 등 인성 관련 교과및 비교과 교육과정
소양교육
영역

② 체험교육: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체험 교육 (심신단련, 실연 및 감상,
사회봉사, 리더십, 현장학습)

60

③ 특화교육: 교시 구현, 신입생 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

교양교육의
지원 및 운영

교양교육 및 교양
교육 과정

제도 및
행정분야

학사구조, 기관, 시설, 교수자 운용 및 지원, 학사제도, 학사 지도 등

교수학습
및 질 관리
분야

특정 교과에 속하지 아니한 교수학습시스템 일반 분야, 학업 성취도, 만족
도, 강의 평가 등 질 관리 분야, 사이버 교육시 스템 분야

교양
교육분야

교양교육의 철학, 역사 및 방향, 대학교육

교양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개편 및 운영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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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에 따르면 기초, 교양, 소양교육이 포함된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영역과 <교양교육의 지원 및
운영>과 <교육교양의 과정>의 연구 논문이 총 508편인데 그 중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논문은 총
301개이며 그중 기초교육이 총 201편으로서 전체 약 66%, 교양교육이 78편으로 약 25%, 소양교육이 60편으
로 약 19%에 달한다10)(백승수:2017) 즉 해당 자료에 기반하여 우리는 전공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
내용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기초교양교육은 전공의 기초와 토대를 마련하는 교양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역량교육이 강
조하는 현실에 비추었을 때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양교육과 소양교육의 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양교육이 태동된 역사적 맥락과 교양교육의 정체성, 교양의 본령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구 근대 사회가 도래했을 때 교양 교육의 역할을 살펴보면 당시 서구 사회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빈부격

10) 교양교육 연구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교양교육의 국내유일 학술지인 <교양교육연구>의 200616년까지의 발표및 연구논문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별 편수와 비율을 통해 주제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 백승수
(2017). 교양교육연구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131-138)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 - 역량교육의 외연적 확장을 넘어서 사회통합성의 내용적 강화로

365

차라는 모순, 개인성과 욕구의 증대, 산업 인력의 사회적 필요 속에서 개인성과 시민성의 조화가 ‘당위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때 우리는 양자의 조화가 당위적으로 요구될 수 밖에 없었된 배경, 즉, 개인성과 시민성의 조화
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적인 과제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성의 강조는 인간
의 이기적 경향성에 비추어 그 확장을 막아야 할 정도로 강력하게 전개되었지만 이에 상반되는 시민성의 강조,
함께 살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타인과의 공감해야 하는 시민성의 배양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근대적 시민성이란 근대 도시에 태어남으로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권리가 아니라 타자성에 대한 공
감적 능력을 갖춘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후천적 역량이었다. 즉 근대적 시민성에 어울리는 식견과 태도를 교
육하기 위해서 교양liberal arts이라는 교육적 제도가 반드시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때 교양의 내용은 근대 시
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식견과 태도를 총괄하는 것이었으며 그 교육의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름 아닌
‘시대의 거울’, ‘자유의 표상’이라고 간주되었던 다양한 유파와 주제의 예술작품들이었다.
이러한 교양 교육의 접근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인간다움의 가치이지만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만 그 간격을 메꿀 수 있을 후천적 역량이었음을 일깨워준다. 또한 상대의 감정을 상상하는 공감의 태
도, 타자성에 대한 인정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그러한 맥락에서 교양으로서의 개인성과 시민성의 조화가 그러했듯 성숙한 인격, 공감의 태도는 사회
가 필요로 하는 강령이나 도덕적 기준을 암기하고 정의하는 타율적 접근(과거의 훈육적 방식)이나 인센티브를 부
여함으로써 보상으로서 내재화하는 접근(현대적 자기 주도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접근을 택하게 되면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변화는 스스로 감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리버럴 아츠라는 역사의 교훈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성숙한 인격과 시민성의 고양은 암기나 지식의 습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함께 촉발
되는 습관적 가치임을 시사하지만, 보다 구체화된 타자성과 접하고 이들로부터 차이와 존중, 관용에 대한 실제
적인 훈련은 교양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는 곧 21세기 신자유주의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시대사적 변화 속에서 교양교육의 내용
과 방법이 강조점은 사회통합 교육에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쟁과 인적자본의 논
리가 불가피하게 특정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부정하지 않으며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식관의 변화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통해 역량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것이 지향하는 현장중심의, 성과중심의, 행동주의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이미 전공교육에서 충분히 실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확
보하는 주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 있어서 후천적 역량으로서 지속적으로 길러져야 하는 사회통합적 능력과 가치의 실현은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은 어디에서 찾아져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필자는 교양교육
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어 사회통합적 역량에 대한 강조가 교양교육의 내용과 과정에서 담아내야함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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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 통합성은 단순히 인간존재자들 사이의 소득 격차, 젠더 격차, 세대, 인종 격
차와 같은 근대적 인간중심주의로부터 파생된 통합적 가치로부터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존재자들과의 관계성을
탐구하고 이 관계성의 회복을 사회 그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금의 논의는 초연결사회와 인공지능의 등장,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혁명의 함의를 여전히 산업, 경제, 노동일자리 중심의 논의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환은 결
국 인간존재자와 비인간존재자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면서 공진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대응해야만 하는 매
우 거대한 쟁점이다. 이에 대해 최근 “신유물론(new materialism)”를 표방하는 사상가들(스피노자, 베르그송, 니체,
푸코, 들뢰즈, 대표적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근대의 이분법적, 위계론적 세계 이해의 관점을 철저히 거부한다. 이

때의 신유물론은 만물을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환원하려는 기계적 유물론이 아니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중심
의 맑스적 유물론과도 다르다. 신유물론이 관심을 갖는 주제는 근대의 부정적 관계성(negative rationality)을 통
해 강화되었던 정신의 대비로서의 물질이 아니라 소위 인간과 인간 아닌 모든 것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출현하
는 상호-행위적(inter-agency)인 관계의 패턴으로서의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한 점에서 신유물론
은 인간을 넘어서 모든 행위자들의 관계성, 집합들의 출현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선형적, 인과적, 개념적 연구
방법이 아닌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의 연구 방법을 강조한다.11) 이러한 평평한 존재론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는 근대적 인간중심주의의 넘어선 비-이원론적 차원의 관계성을 통해 이들의 공
존이 이해할 때에만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실천과 윤리,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
교양교육이 사회통합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을 때 그 수준과 범위 역시 근대적 인간중심주
의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만 한다. 아프리카 열병에 따른 살처분 과정, 리얼돌의 수입 여부에 따른 인권적 쟁
점,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문제, 저성장에 따른 불안세대의 등장, 인공지능의 대두에 따른 인간 정체
성에 대한 논의들은 더 이상 유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으로서의 우리의 ‘사
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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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Press.

368

세션 7 교양교육의 외연 확장

토론문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
- 역량교육의 외연적 확장을 넘어서 사회통합성의 내용적 강화로”에 대해

김인영(위덕대)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변
화에 따라 대학교육 또한 ‘역량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역량교육이 대
학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반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학 교양교육과 역량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상호관계를 규정하며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 가
능한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은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교양교
육에 있어서 역량교육의 범주와 내용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서론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수요에 따라 기업가 정신, 취·창업 관련 과목 등 진로 중심의
현장 실무적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요구가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의 외연을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
세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양교육은 기초학문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교양 교과목은 보편적 포괄성, 학
술적 대표성, 전인교육의 요건을 갖추면서 기초학문과 무관한 취·창업 교과목 등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대학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 참조).

그 동안 취미, 상식, 취·창업 등의 교과목들이 교양교육을

잠식해왔고, 그 결과 교양교육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양교육의 외연”, 즉 교양
교육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교양교육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진로 중심의 현장 실무
역량교육이 교양교육의 확장된 외연으로 전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역량(competence)은 ‘성과를 이끄는 힘, 능력’,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교양교육이 이루어져
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통합 교육의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역량은 성과
의 원인이 되는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 등의 총체적 능력입니다.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변화가 있
더라도, 결국 역량은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여 교양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됩니다. 즉 교양
교육이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행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 진단하는 방향과 내용이 과연 가능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
단과 같은 대학평가의 교양교육 평가지표와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양교육의 내용 강화 방법으로 “사회통합성”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타자
성과 접하고 이들로부터 차이와 존중, 관용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은 교양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
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사회통합성 교육의 구체적 의미와 방법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 - 역량교육의 외연적 확장을 넘어서 사회통합성의 내용적 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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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김나영(한국산업기술대), 임유진(서울과학기술대)

1. 서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지식이나 정보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의 방
향성이 전환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증진시
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박혜정, 2018; Johnstone & Soares, 2014). 핵심역량은 변화하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한다고 기대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
하는데(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기존 전문적 지식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대학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기반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설계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교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역량향상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박창남, 정원희, 2017).
이에 따라 교수학습개발센터나 인재개발원과 등 비교과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 대학의 담당
부서에서는 보다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비교과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
다(임유진, 김보경, 김세영, 임현진, 2019). 또한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등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에서
비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마련이 되면서 학습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따른 질 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비교과 교육이 각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문희정, 2019). 따라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역량기반의 교육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한 곳에 모아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기반으로 설계된 대학의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과 핵심역량 및 진로설계를 통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이 무엇
인지와 개발 절차 및 운영결과를 통한 시스템 설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역량기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핵심역량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의 항목별 설계되어야할 메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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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A대학의 핵심역량
A대학의 인재상은 1)창의적이고 통섭적인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창의적 인재), 2) 진정
성을 추구하고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춘 인재(윤리적 인재), 3) 지식을 실용화할 수 있고 실제적 설계 능력을 갖
춘 인재(실천적 인재)로 세 가지 인재상(Ethic, Practicality, ideal Creativity)의 앞글자를 따 A대학의 핵심역량을
EPiC이라고 명명하였다. A대학의 교육목적인 창의의 정신, 도덕적 품성,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설
정된 6대 EPiC 핵심역량은 인문역량, 소통역량, 학문역량, 글로벌 역량, 창의역량, 융합역량으로 이를 증진시키
기 위한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대학의 핵심역량 기반 교육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EPiC 핵심역량 기반 인재양성 교육시스템 체계도

2.2 타 대학의 핵심역량핵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례
A대학의 핵심역량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핵심역량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타
대학 학 사례를 분석하였다. 타 대학의 사례는 역량 기반의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교과와 비교과의 통합관
리시스템, 진로와 상담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중 교과, 비교과, 핵
심역량, 진로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고려대학교(세종),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대학의 핵심역량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의 명칭과 구
성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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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타 대학의 핵심역량핵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대학 명

시스템 명

특징 및 구성 요소

고려대학교
(세종)

인재양성
통합관리시스템

•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전반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적인 역량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성요소: 진단센터(핵심역량진단, 취업스팩진단), 역량개발(교과, 비교과), 상담센터,
KU-포트폴리오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Dream PATH+

THE 포트폴리오

• 전공별 교과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여 효율적인 대학생
활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 구성요소: Dream PATH+ 소개(교과, 비교과, 대외활동 체계화), Dream PATH+ 진단,
경력관리, 전문상담, My Dream Portfoliol
• 이화인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상화하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관리를
지원하고 학생이 꿈꾸는 미래설계를 도와주는 학부생을 위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 구성요소: THE 학습(전공, 교양, 비교과), 역량관리, 미래설계, My 포트폴리오, My
유틸리티
• 역량, 비교과, 진로 통합관리시스템

전주대학교

on STAR

중앙대학교

Rainbow System

• 구성요소: 핵심역량 소개, 핵심역량개발, StartT(마일리지제도), 진로설계, 진로개발,
취업정보, 종합상담, 커뮤니티
• 진학-취업-창업을 포괄하는 학생 자기계발 통합관리시스템
•구성요소: 비전수립, 진로선택, 역량개발, 취업지원, 중앙 SNS, 상담, 커뮤니티

3. 연구 방법 및 절차
대학생의 핵심역량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문헌 분석과 타 대학 사례 분석을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 파악을 위해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기
반으로 사용자 검토 과정을 거쳤다. 시스템의 주 사용자인 학습과 실무담당자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이
고 명확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하여 최종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A대학
의 핵심역량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인 EPiC folio의 개발은 2017년 대학교육혁신원이 설립되면서 통합관리시스템
의 필요성이 제기하였으며, 실제 시스템의 개발은 2017년 10월 ~ 2018년 3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수행되었고,
대학교육혁신원이 시스템 개발의 주관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EPiC folio 시스템 개발 절차

3.1. 문헌 고찰을 통한 구성요소 도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진로개발을 위한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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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양근우, 2015; 문윤경, 이경재, 2015; 조용개, 2016; 이재진, 김성우, 이가영, 2017; 한안나, 2017; 문희정, 2019) 및
국내 대학의 시스템 구축 사례(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전주대학교)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학습
활동, 역량관리, 종합상담, 미래설계, 포트폴리오의 주요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3.2. 사용자 요구조사를 통한 최종 구성요소 선정
문헌조사와 타 대학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
기 위해 사용자 대상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종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사용자 대상의 인터뷰는 본 시스템의 운
영을 담당할 실무 담당자와 실제 사용자인 학생 대상의 인터뷰로 나누어 진행하여 각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3.2.1. 운영 담당자 대상의 요구조사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성요소의 적절성과 추가적인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본 시스템과 관련한 기획처,
교무처 학사팀, 인재개발원, 학생상담팀, 정보전산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어학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양교육
연구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의 실무담당자와의 부서별 면담이 이루어졌고, 면담을 통해 1차로 도출된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의 추가적
인 요구사항을 수렴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렴된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학사팀에서 졸업시뮬레이션의 경우,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만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인재개발원에서는 Jump Start 기능
까지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메뉴 추가해달라는 요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는 실습생이 사전에 수강해야하
는 비교과 프로그램인 “안전체험과 안전교육”은 별도의 메뉴가 생성되도록 요구,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공학
인증기능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공학인증과목 수강 현황을 EPiC folio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하는 요구와 시각적 기능(그래프) 추가에 대한 요구가, 학생상담팀에서는 상담의 경우, 상담신청
학생의 기본적인 정보가 중요하므로 처음 내방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기본 설문을 시스템 신청 시 입력하
도록 하여 효율적인 맞춤형 상담 진행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공통적인 의견으로 프로그램 계획서와 최종보고서는 시스템 직접입력 방법과 파일 업로드 방
법 중 하나를 담당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
3.2.2. 학생 대상의 요구조사
학생의 입장에서의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성요소의 적절성과 추가적인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 대
상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 학생은 기계자동차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3명이었고, 대상 학
생은 모두 포트폴리오 개발 경험과 전국대회 수상 경험이 있는 학생이며, 교과, 비교과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
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면담을 통해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면담에서 학생들은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성요소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진로로드맵
에 대해 매우 필요한 기능이며, 실제로 유용한 정보가 담겨지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
한 외부에서 진행되는 매우 우수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은데 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도
학생역량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교내의 산재한 시스템이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에 완전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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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는 one-stop 지원체제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수렴되었다.

4. 연구 결과: 최종 핵심역량 관리시스템
A대학의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인 EPiC folio 시스템의 구성요소의 적절성과 추가적인 요구 확인을 위해
진행된 실무담당자와 학생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EPiC folio 시스템의 기능을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개발된 EPiC folio 시스템의 구성은은 학습활동, 역량관리, 종합상담, 미래설계, 포트
폴리오, 커뮤니티로 결정되었다.

4.1. 메인 화면
EPiC folio의 메인화면은 학생의 기본정보와 핵심역량진단검사
결과, 핵심역량 달성률, 마일리지 등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한 눈에 자신의 역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인화면의 다자인은 4개의 시안을 두고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
는 방식을 통해 결정하였고, A대학의 메인 테마색을 적용하여 학교
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메인화면에는 비교과 프
로그램 정보, 채용 정보, 공지사항, 인턴십 정보 등을 학생스스로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임으로써

[그림 4] EPiC folio의 메인화면

학생들의 EPiC folio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4.2. 학습활동
학습활동에는 교과(교양 및 전공), 비교과(교내 비교과, 자율비교과), 드림마일리지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교과를
통해 함양되는 역량과 비교과를 통해 함양되는 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교과 영역에
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신청, 수강, 만족도 조사 및 이수증 출력까지 모두 관리되도록 하였
고, 교외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직접 신청하면 담당자 승인을 통해 역량 점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 역량관리
역량관리 영역은 핵심역량진단 기능과 학생의 핵심역량 보유수준을 전체 학생과 소속 단과대학 평균과 비교
할 수 있도록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핵심역량인증제 기능에서는 A대학교의 6대 역량에 대해 인증
기준을 수립하여 개별 학생이 교과, 비교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역량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여 학습자의 학
습동기를 고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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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종합상담
종합상담에는 교수상담, 학생상담, 취업상담, 학습클리닉 등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상담의 경우, 내담자가가 처음 내방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기본 설문을 시스템
신청 시 입력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맞춤형 상담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4.5. 미래설계
A대학 EPiC folio 시스템의 강점은 교과, 비교과 활동과 더불어 진로영역까지 통합시스템에 포함된 점으로
EPiC folio에서 학생의 진로목표에 따른 진로로드맵을 제공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경
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진로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
생들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6. 포트폴리오
대학생활을 통해 경험한 모든 활동과 성과를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는 대학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거둔 교육적 성과, 지식, 능력, 경험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한 자료집으로 취업이나 진학 시 학생들을 평가하는 평가자에게 학생들의 능
력과 소양을 종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EPiC folio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학습자 특성을 고
려하여 블로그 형식으로 개발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 핵심역량 관리시스템(EPiC folio)의 활용 현황
5.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EPiC folio가 런칭된 2018년 1학기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EPiC folio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
램은 총 656개(중복 계산)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국제화·봉사, 진로심리, 창업, 취업, 학습역량, 기타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대학의 EPiC folio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취업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이 293건, 학습역량이 246건으로 취
업과 학습역량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가장 많이 등록되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진로심리가
80건, 창업관련 프로그램이 28건, 국제화 및 봉사 관련 프로그램이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2. EPiC folio 시스템 방문 현황
운영자에게 EPiC folio 방문 현황 조회 권한이 부여된 2019년 3월 이후 분기별 방문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EPiC folio를 방문한 학생 수는 총 63,336명

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75

(중복 계산)이며

분기별 현황은 [그림 5]와 같다.

5.3. EPiC folio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이수자 수
2019년 EPiC folio를 통해 비교과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총 14,572명으로 2018년 이수자 9,507명 대비
1.53배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2019년 분기별 프로그램 이수자 수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5] EPiC folio 방문 현황

[그림 6] EPiC folio의 이수자 수

6. 결론 및 제언
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기반으로 설계된 대학의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 및 진로설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타 대학의 개발사례들을 살펴보고 A 대학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하여 맞춤형 학생역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타 대학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습활동, 역량관리, 종합상담, 미래설계, 포트폴리오 구성요소를 기반으
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A 대학의 잠재적 사용자인 실무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요구
반영 및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EPiC folio를 구축하였다. 학생역량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결과를 살펴본 결과 취업 및 학습역량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9년 EPiC folio에 접속한 학습자 수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의 수를 확인해본 결과 꾸준히 증
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A 대학의 재학생 수의 규모가 만 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2019학년도 이수학생 수가 14,572명
인 점은 아직까지 시스템 접속에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적인
측면 및 교육의 질 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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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언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의 핵심역량관리 통합시스템의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적인 EPiC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 학년도 EPiC folio의 교과와
비교과 과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점 역량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핵심역량 개
발을 위해서는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습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과에서 달성되기 어려운 역
량개발을 위해 교과와 비교과의 상호보완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EPiC folio를 활용하는데 있어 학습자의 활용도도 중요하나 실무자들의 활용도도 매우 중요하다.
EPiC folio의 기본적 구축 취지는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 이를 통해 체계적 운영관리 및 환류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대학의 실무자가 교과 및 비교과
관련 프로그램들을 EPiC folio에 반드시 등록하고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대상으로 핵심역량통합관
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EPiC folio 활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EPiC folio를 활용하는 학습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자 대상 활용 교육이 필요하
다. EPiC folio의 다양한 메뉴와 관련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특강 및 워크샵 형태로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학
습자들이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학습역량통합관리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학습자와 실무자에게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개선 및 추가될 메뉴와 삭제가 필요한 메뉴 등을 파악하여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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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토론문

조명근(호서대)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입니다. 현대 사회
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융합과 통섭을 기초가 될 수 있는 역량 교육에 초
점을 맞추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교과 및 전공 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던 교양 교육에 중점을 두
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핵심역량의 효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
템 구축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아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대학들에게는 가이드
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핵심역량기반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수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둘째로 항목별로 설계되어야 할 메뉴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다양
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본 연구 목적의 적절성입니다. 핵심역량기반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수 구성요소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다
면 항목별로 설계되어야 할 메뉴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연구 문제는 사실
상 하나의 연구문제와 다르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연구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분석과 타 대학 사례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대상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사항을 보완한 뒤 최종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표자료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한 구성요소 도출이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양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해당 논문에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메뉴나
항목이 잘 도출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조사를 통한 구성요소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와
실제 사용자인 학생 대상의 인터뷰를 반영하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
사용자인 학생뿐 아니라 공급자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시스템 사용이 고려되었다는 인식을 줍니다. 다만, 3.2에
서는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할 실무 담당자와 실제 사용자인 학생 대상의 인터뷰’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던 대상인 ‘기획처, 교무처 학사팀, 인재개발원, 학생상담팀, 정보전산원, 공학교육혁신센
터, 어학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양교육연구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의 실무담당자’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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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받습니다. 3.2에 해당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기술한다면 보다 명확한 의미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PiC folio의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EPiC folio를 구축하여 운영한 성과는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있겠지만, 연구 제목처럼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이전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보다 제목과 부합하는 연구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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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7-4 진로탐색의 첫 시작 - freshman seminar 수업의 새 교육과정 및 운영 사례

진로탐색의 첫 시작
- freshman seminar 수업의 새 교육과정 및 운영 사례

김선영(경남대)

1. 서론
대학에서 신입생은 문화적 특수성을 갖춘 하나의 집단이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
에서 삶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대학생
으로서의 삶의 전환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입생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Azmitia,
Syed, Radmacher, 2013), 대학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입학을 하고 졸업을 꿈꾸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1학년을 마친

후 2학년으로의 진급을 포기한다(Carter, Locks, & Winkle-Wagner, 2013). 대학 1학년의 경험(First Year Experience)
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유지(student retention)와 학생 성공(student sucess)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Sidle
& McReynolds, 2009), 특히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college adjustment)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FYE 프로그램이 신입

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Howard & Flora, 2015), 대학 특성을 살린 맞춤형 FYE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K대학은 학생 유지(retention)와 성공(sucess)이라는 고등교육 목표를
실천하고자 신입생 적응지원 서비스(FYE: Learning Suites)를 구축하였다. LS서비스는 ‘한마드림하이 freshman
seminarⅠ, Story형 학습공동체, Pals-4-Ever 멘토링, Breakfast Club, 학생 맞춤형 G.P.S, Academic
advising’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한마드림하이 freshman seminarⅠ은
학생들의 학업/진로 흥미를 높이고 구성원(교수 및 또래)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대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자 기존의 새내기 세미나를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구는 2019년 1학기에 새롭게 운영되었던 새
내기 세미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한다.

2. 본론
2.1. 1학년 1학기 새내기 세미나 : 한마드림하이 freshman seminarⅠ소개
K대학은 생애주기별 특별 세미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1학년 학생들은 새내기 세미나Ⅰ·Ⅱ, 2학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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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전공 설계 세미나Ⅰ·Ⅱ, 3학년 학생들은 진로 설계 세미나Ⅰ·Ⅱ, 마지막으로 4학년 학생들은 직업 설계
세미나Ⅰ·Ⅱ이다. 4개 영역의 수업은 화요일 8, 9교시에 진행되며 한 학기(15주차) 중 8주는 1학년, 나머지 8주는
2~4학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한마드림하이’는 새내기세미나Ⅰ교육과정을 개편하여 2019학년도에 실시한 신입
생 적응지원 프로그램이다. 한마드림하이는 ‘새내기 세미나Ⅰ’수업과 연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2/3출석 시 ‘새
내기 세미나Ⅰ’교과목 P학점이 부여된다. 이 수업은 7주차(반 학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13주차(한 학기)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주차별 주제는 학생참여 중심의 전공비교과(co-curricular activities)로
구성되어 있다. 신입생적응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경험기반학생성공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구성안을 바탕으로
학과(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학과 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으며 센터에서 사업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였다. 전문가 TF를 통한 프
로그램 기초설계가 끝난 후 2018년 11월, 학과(부)장을 대상으로 한마드림하이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쳤으
며 2019년 2월, 책임교수 대상 워크숍, 2019년 5월, 중간운영 워크숍을 진행했다. 종료시점에서는 신입생 전
체 대상으로 설문과 참여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성과는 K대학에서 실시하는 정기 대학혁신포럼
(8월)에

발표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한마드림하이 프로그램은 크게 3개의 범주(오리엔테이션, 아카데믹 세미나, 진로세미나)로 구성된다. 첫째, 오리엔
테이션 범주에서는 ‘수업소개’, ‘대학 캠퍼스 둘러보기’, ‘학과 이해하기’, ‘학습 기본 역량 습득하기’ 등의 주제로
4주간 구성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생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거나 안내를 받게 된다. 또한 대학 수
업에 요구되는 학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둘째, 아카데믹 세미나 범주에서는 ‘간단한 캡스톤
경험하기’ 주제로 3주간 구성되었는데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전공 맛보기’ 기회를 갖는다. 전공을 소개할 수
있는 실험, 프로젝트, 세미나, 실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진로세미나 범주에서는 전공과 관련하여 진
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현장의 목소리 듣기’, ‘멘토의 삶 엿보기’, ‘나의 전공과 진로 이해’, ‘나의 진로
디자인’ 등 5주간 구성되었다. 진로와 관련하여 ‘전문가 특강’, ‘현장 투어 및 견학’, ‘선배 특강’, ‘전공소개(실험실
소개)’,

‘자기진로 설계’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프로그램 구성(안)
핵심범주

오리엔테이션

아카데믹 세미나

진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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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예시

비고

• 수업소개
• 대학 캠퍼스 둘러보기
• 학과(부) 이해하기
• 학습 기본 역량 습득하기

• 4주간 운영
• 대학유관기관 연계(예: 교수학습센터, 상담센
터 등)운영

• 전공 맛보기: 캡스톤 경험하기

• 3주간 운영
• 간단한 실험, 프로젝트, 세미나, 실습 등

• 현장의 목소리 듣기
• 멘토의 삶 엿보기
• 나의 전공과 진로 이해하기
• 나의 진로 디자인하기 등

• 5주간 운영
• 전문가 특강, 현장 투어 및 견학, 선배 특강,
전공소개(실험실 소개), 자기진로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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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이번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질적연구 및 양적연구를 수행했다. 질적연구는 현재 수행 중이므로 양적연구 결
과만 제시하고자 한다.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지역 4년제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마드림하이 새내기 세미나에 참여한 후 조사에 응
답한 학생 1,560명이며, 불성실한 응답 90명을 제외한 1,470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는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인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로 실시되었다. 응답자의 성은 남학생이 862명(58.6%)이었고 여학생이 608명(41.4%)이었다. 전공 계열별 응답 학
생 수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123명(8.4%)이었고, 사회계열 400명(27.2%), 자연계열 217명(14.8%), 교육계열 246명
(16.7%), 공학계열 423명(28.8%)

그리고 기타(무전공 등) 61명(4.1%)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에 입학한 유형으로는 수

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1,110명(75.5%)이고 정시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352명(23.9%)이었다(기타 유형으로
응답한 학생은 8명으로 결측 응답으로 분석되었음). 본인의 대학에 입학하길 희망한 순위로는 1순위가 432명(29.4%), 2

순위 447명(30.4%), 3순위 이하가 591명(40.2%)이었으며, 전공을 희망한 순위는 1순위 914명(62.2%), 2순위 303
명(20.6%), 3순위 이하 138명(9.4%) 그리고 전공 미정이 115명(7.8%)으로 입학 기준에 대학보다 전공이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성

전공계열

입학 유형

대학 희망 순위

전공 희망 순위

빈도(명)

구성비율(%)

남학생

862

58.6

여학생

608

41.4

인문계열

123

8.4

사회계열

400

27.2

자연계열

217

14.8

교육계열

246

16.7

공학계열

423

28.8

기타

61

4.1

수시

1,110

75.5

정시

352

23.9

기타

8

0.5

1순위

432

29.4

2순위

447

30.4

3순위 이하

591

40.2

1순위

914

62.2

2순위

303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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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이하

138

9.4

전공미정

115

7.8

3.2 측정 도구
3.2.1. 참여비율
참여비율은 각 학과마다 실시한 프로그램 수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아닌 비율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학과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에 각 학과마다 실
시한 전체 프로그램 수를 나눈 값으로 참여비율이 계산되었다.
3.2.2.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한마드림하이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한 문항으로 이루어졌
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로 구성되었다.
3.2.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Baker와 Siryk(1989)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현진원(199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척도는 24개 문항의 학업 적응, 18

개 문항의 사회 적응, 15개 문항의 개인-정서적 적응 그리고 13개 문항의 대학환경 적응으로 구성되었다. 대학
생활적응척도는 9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9 =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으며, 선행 연구(유희정, 2004)
와 유사하게 특정 거주 형태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만 묻는 항목인 26번과 33번 문항을 제외한 65개의 문
항으로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분석하였다. 대학생활적응 전체의 Cronbach’s α는 .95로 높았으며, 하위영역의
C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표 3> 대학생활적응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수

Cronbach’s α

학업 적응

24

.88

사회 적응

18

.87

개인-정서적 적응

15

.86

대학환경 적응

13

.88

전체

70

.95

3.2.4. 기타 개인변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는 알려진 성, 전공계열, 입학 유형, 대학 희망 순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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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희망 순위를 포함하여, 연령, 고등학교 내신성적(1등급 ~ 9등급), 고등학교 활동 참여를 측정하였다. 고등학
교 활동 참여의 경우 학교 정규 수업, 방과 후 수업, 학교 자취 활동 등의 9가지 영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7점 Likert 척도(1 = 매우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활
동 참여에 대한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3.3. 분석 방법
3.3.1.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연속 변인으로 측정된 변인들의 분포도를 알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
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3.2. 회귀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고려되는 성(더미변인, 0 = 남학생), 연령, 전공계열(더미변인, 0 = 인문계열), 고등학교 내신성적, 입학유형(더미변
인, 0 = 수시),

대학 입학 희망 순위(더미변인, 0 = 3순위 이하), 전공 희망 순위(더미변인, 0 = 전공미정), 고등학교 활

동 참여를 통제변인으로 회귀 모형에 입력하였다. 다음으로 평균중심화된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 비율을 회
귀 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평균중심화된 프로그램 만족도와 참여 비율의 상호작용항을 회귀 모형에
추가하였다.

4. 결과
4.1.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연속 변인으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본 연구의 연속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N

min

max

M

SD

연령

1,470

19.00

63.00

20.18

1.55

고등학교 내신성적

1,470

1.00

9.00

4.11

1.31

고등학교 활동참여

1,470

1.00

7.00

5.11

1.23

참여 비율

1,469

0.00

100.00

89.62

16.05

프로그램 만족도

1,470

1.00

5.00

3.34

0.94

대학생활 적응

1,470

2.23

8.80

5.60

0.94

<표 5>에는 연속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347 이하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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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생활 적응과 참여 비율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각각 유의한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표 5> 연속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1.

연령

1

2.

고등학교 내신성적

-.034

1

3.

고등학교 활동참여

-.023

-.231***

1

4.

참여 비율

.007

-.066*

.099***

1

5.

프로그램 만족도

-.042

-.033

.201***

.137***

1

6.

대학생활 적응

.048

-.158***

.323***

.081**

.347***

*: p < .05, **: p < .01, ***: p < .001

4.2.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프로그램 만족도의 조절효과
모형 Ⅰ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변인들을 통제한 후 모형 Ⅱ에서 참여 비율
과 프로그램 만족도를 투입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25.602, p < .001), 모형 Ⅱ의 설명량은
23.2%였다. 최종적으로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 Ⅲ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24.988, p < .001), 설명량
이 0.6% 증가하였다. 조절효과의 세부적인 결과를 위해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참여
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지만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에 많이 참여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의 조절효과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구분

b

b

β

β

3.777***

성

-.064

-.034

-.033

-.017

-.023

-.012

연령

.027

.044

.036*

.059

.037*

.060

사회계열

-.085

-.040

-.040

-.019

-.040

-.019

자연계열

-.104

-.039

-.132

-.050

-.138

-.052

교육계열

-.063

-.025

-.108

-.043

-.109

-.043

공학계열

-.099

-.048

-.019

-.009

-.020

-.010

기타

.083

.018

.114

.024

.112

.024

고등학교 내신성적

-.066**

-.093

-.074***

-.104

-.071***

-.100

입학유형

.149**

.067

.154**

.070

.153**

.070

1순위

.268***

.129

.203***

.098

.207***

.100

2순위

.086

.042

.035

.017

.034

.016

대학 입학 희망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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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b

상수

전공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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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3.792***

1순위

.361***

.186

.309***

.159

.310***

.159

2순위

.197*

.085

.157

.067

.164

.070

3순위

.056

.017

.029

.009

.034

.011

.226***

.296

.186***

.243

.184***

.240

참여 비율(X)

.001

.014

.002

.030

프로그램 만족도(M)

.281***

.279

.279***

.277

.005***

.079

전공 희망 순위

고등학교 활동 참여

참여 비율(X) × 프로그램 만족도(M)
R2(Adj. R2)

.160(.151)

R2 변화량
F

18.307***

.232(.223)

.238(.228)

.072***

.006**

25.602***

24.988***

*: p < .05, **: p < .01, ***: p < .001

5. 논의 및 결론
연구 결과, 아카데믹 및 진로 탐색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한마드림하이 새내기 세미나는 신입생들의 대학생
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새내기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전공 및 진로 탐색과 더불어 의미
있는 대학생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들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이 입학초기(예: 예비대학 프
로그램, 신입생 세미나, 오리엔테이션 위크 등)에

풍부히 제공될 수 있다면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기대할 수 있으리

라 본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가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 교육내용
및 방법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수업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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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진로탐색의 첫 시작
- freshman seminar 수업의 새 교육과정 및 운영 사례” 에 대해

원지현(위덕대)
발표자께 신입생 세미나 수업의 새 교육과정 및 운영사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신입생 세미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세미나교육은 19세기부터 미국 대학에서 신입생들의 학업중단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
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입생 세미나 교육의 도입 및 관심이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국내 대학
들이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신입생 세미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교육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 대학은 대학실정에 부합하는지, 교육의 본질적인 취지와 목적성에 부합하는 지 등 재검토
과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발표문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
라 사료됩니다. 또한, 발표문을 통해 신입생을 위한 교육과정개편이나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 타 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입생 세미나 교육과정인 한마드림하이 freshman seminarⅠ은 학생들의 학업/진로 흥미를 높이고 구성원(
교수 및 또래)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여 대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토론자가 보기에는 대부

분의 대학들도 신입생 교육에서 이러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타 대학의 신입생 세미나 특징
과 비교하여 경남대학교만의 신입생 세미나 수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표문은 한마드림하이 freshman seminar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 안은 제시되고 있
어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성과는 대학 내 정기 대학혁신포럼에서 대학구성원들과 성과를 공유하였다고 기술되
어 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는 자세한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과관리부분은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발표문에 포함된 내용 중 기본안의 핵심범주에 따른 성과관리나 발표문에 포함
되지 않았지만 계획하고 있는 성과관리 부분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남대학교는 학생유지와 성공이라는 고등교육목표를 실천하고자 신입생 적응지원 서비스(FTE:
Learning Suites)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중 소개하고 있는 아카데믹 및 진로탐색영역을 포함하는 한마드림하

이 freshman seminarⅠ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1
학기 운영된 결과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 내 공유와
확산이 필요합니다. 혹 발표자께서 대학 내 공유와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학과(부)간, 부서 간 등 타
대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것 들이 있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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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8
AI시대 대학의 과학수학정보교육

● 세션 8-1 프로그램밍을 접목한 미적분학

/ 표재홍

● 세션 8-2 의대에서의 의과학발달사의 교양교육

/ 이봉문

● 세션 8-3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 개발

/ 김수환

세션 8-1 프로그램밍을 접목한 미적분학

프로그램밍을 접목한 미적분학

표재홍(강원대)

1. 서론
컴퓨터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계산이 불가했던 영역이 계산 가능 영역으로 새롭게 편재되어가고 있어 컴퓨
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점점 깊숙이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고차원 수학과 컴퓨터의 활
용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을 포기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론 중심의 수학학습 방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강원대학교 수학과에서는 2016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미적분학에 접목을 결정하고, 2017년에 시
범적 실시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우리가 경험한 난관들과 그
문제의 해결절차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에 대해 추
론하려고 한다.

2. 본론
강원대 수학과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미적분학에 도입을 결정할 때 강력한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강원대학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이 장에서 정리 분석하려고 한다. 더해서 학생들에게 주어
지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들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2.1.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미분적분학의 필요성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그래픽, PPT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강의에
서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분적분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접목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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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확인하여 수학의 흥미를 유발
3. 연습문제의 답을 컴퓨터를 이용한 symbolic 계산으로 얻을 수 있다.

2.2. 컴퓨터 프로그램밍을 미적분학에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
2.2.1. 소프트웨어의 선택과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주어진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선택이었다.
여기서 고려 사항들은
1.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그래픽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가?
2.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가?
3. 졸업 후에도 계속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인가?
4.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어느 장소에서든 계산 가능한 소프트웨어인가?
3. 학생들이 구매 가능한 가격인가?
4. 모든 교수와 강사들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가?
등이다. 전통적인 프로그램 “C” 나 “Fortran”은 컴파일이 필요한 언어이고 습득에 상당 기간이 필요하여 미
적분학 강의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활용성과 그래픽 기능이 뛰어난 Matlab을 선택하자
는 의견이 많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수업 시간 후에 실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최종적으로 SAGE로 결정하
였다. SAGE는 여러 교수와 강사들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이 아니었기에 전문가를 초청한 강의와 실습시간이
필요하였다.
2.2.2. System 구비과정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실 확보
2. 컴퓨터 서버 구입과 설치
3. 실습시간 확보를 위한 강의 시간 변경
4. 매뉴얼 작성
5. 컴퓨터 관리자 확보
강원대 수학과에는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 개의 전산실이 있고, 공동 실험관에 있는 두 개의 전산실이
있어 비교적 쉽게 전산실을 확보하였다. 수학과에서 두 대의 서버를 확보하고 SAGE를 설치하였다. 이론강의로
주당 3시간 미분적분학 수업 시간을 주당 4시간 (3시간 이론강의, 1시간 컴퓨터 실습)으로 변경하여 실습시간을 확
보하였다. SAGE에 익숙지 않은 교수와 강사들이 원활한 강의를 돕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강의에
서 필요로 하는 모든 code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메뉴얼로 만들었다. 학생들이 학기 초에는 메
뉴얼에 따라 타이핑을 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학기 말에는 SAGE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험을 진
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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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AGE를 이용한 미분적분학 수업의 장점
SAGE를 이용한 미적분학 수업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2. Symbolic 계산을 통해 미분과 적분에 관한 연습문제의 답을 확인할 수 있다.
3.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4. 본부에서 대형강의를 요구에도 전산실 수용인원인 40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미분적분학의 주관학과를 기초교양원으로 이관을 저지할 수 있다.

2.4. SAGE를 이용한 미분적분학 수업에 학생들의 반응
2017년에는 수업 시간이 6시간인 미분적분학 분반 351명 학생에게 시범적으로 SAGE를 강의하였고 설문조
사를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미적분학의 수업에 매 2주
에 1회 2시간을 SAGE 강의에 할애하고 있다. 2017년 시험실시 후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 1) 평소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복선택 가능)
1. 프로그래밍을 공부했고 이를 이용한 코딩 경험이 있다. (32)
2. 웹페이지 제작 및 인터넷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다. (18)
3.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봤다. (223)
4. 인터넷 검색과 동영상 감상을 컴퓨터로 해본 적이 있다. (229)
설문 2) 본인은 Sage 실습에 얼마나 충실 했습니까?
1. 그렇다. (88)
2. 보통이다. (157)
3. 관심이 없었다. (19)
설문 3) 미분적분학 교육은 세계적으로 기존에 칠판만을 이용한 전통적인 교육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으
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수학은 이론이 중요하므로 컴퓨터 수업은 다른 수업에서 대체하면 된다. (23)
2. 이론 수업을 중심으로 컴퓨터는 간단한 예 위주로 진행한다. (94)
3. 전통적인 이론 수업과 컴퓨터로의 문제 활용을 균형적으로 진행한다. (112)
4. 이론은 간단한 소개만으로 마치고 컴퓨터를 통한 실전 문제를 위주로 진행한다. (37)
설문 4) Sage 실습수업을 통해 본인은 교재의 연습문제를 Sage로 어느 정도 풀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까?
1. 대부분을 풀 수 있을 것 같다. (14)
2.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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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시간에 다룬 문제와 같은 형태는 할 수 있지만 다르면 못 풀 것 같다. (84)
4. 간단한 계산 정도만 풀 수 있다. (63)
5. 거의 못 풀 것 같다. (29)
설문 5) Sage 실습 도입을 학기 초에 공지했을 때 어떤 느낌이였습니까?
1.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긍정적이었다. (87)
2. 관심은 있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취도에 대해 걱정되었다. (113)
3. 흥미가 없었으며 학업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되었다. (45)
4. 다른 컴퓨터 수업을 경험하면 되므로 불필요 하다고 생각되었다. (10)
5. 기타(12)
설문 6) 위의 질문과 비교하여 Sage를 배우고 난 후에 설문 5에서 답변한 생각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
으면 자유롭게 적으시오.
1. 그래프를 보면서 공부하니 이해가 더 잘되었다.
2.컴퓨터 활용 수업에 자신감이 생겼다.
3. 매우 편리한 프로그램이지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4. 손으로 그릴 수 없는 그래프를 Sage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5.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
6. 컴퓨터 사용이 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 지금도 Sage 수업에 집중해서 듣지만 이해가 안된다.
8.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9.이거를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까 싶다.
설문 7) Sage를 교육한다면 실습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1. 2주에 2시간 : 현재 (101)
2. 1주에 1시간 (56)
3. 1주에 2시간 (35)
4. 2주에 1시간 (58)
5. 기타 (9)
설문 8) Sage를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1. 손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근사하는 방법을 알게 된 점 (74)
2. 인수분해나 근을 찾는 과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점 (15)
3. 도함수나 부분적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점 (62)
4. 풀이 과정을 프로그래밍 하면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알게 된 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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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프를 그려 함수의 모양을 판별하기 쉽게 된 점 (73)
6. 기타 (6)
설문 9)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에 불만이나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1. 실습실 환경의 낙후 (빔 프로젝트 및 실습용 컴퓨터의 노후화) (95)
2. Sage 서버의 불안전 및 소프트웨어의 버그 (76)
3. 실습 시간의 부족 (내용에 비해 실습할 시간이 부족하다.) (54)
4. 컨텐츠의 부족 (Sage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수업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64)
5. 피드백의 부족 (실습한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받기가 힘들다.) (63)
6. 기타 (15)
설문 10) 기타 Sage실슴과 관련된 제언 및 설문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으시오.
1. 조별과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 SAGE 실습이 미적분학보다 어려워서 힘들었었다.
3. SAGE의 실습 제도를 없애줬으면 한다.
4.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5. 이론 수업이 훨씬 괜찮은 것 같다.
6. SAGE를 잘 이해하면 수학에 활용하는 것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7. 실습시간이 늘어나서 적응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8. SAGE 수업을 더 하고 싶다.

3. 결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컴퓨터의 활용은 우리의 생활에 필수 항목이 되어있다. 이 시기를 살아갈 학생들
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능력 함양은 필수조건이 되어있다. 신입생들이 모두 수강하는 미분적분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접목은 시기적절했다고 판단한다. 수학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 학생들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수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고학년이 되어 전
공에서 주어지는 계산문제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전공공부에도 도움을 줄 것
이다. 수학과 입장에서는 한 분반의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할 명분이 생겨 수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미적분
학의 관리 학과를 기초 교양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고 계속해서 수학과에서 관리 하게 되어 수
학과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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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프로그래밍을 접목한 미적분학” 발표에 대한 의견

이상구(성균관대)
-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학 지식
과 컴퓨터의 활용이 중요한 시기에 이론 중심의 수학학습 방법을
탈피하여 Math & Coding 을 미적분학 교육에 접목한 <강원대의
사례 발표>는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오픈 소스인 SageMath를 포함한 파이썬 기반의 CAS(Computer
Algebra System)

도구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서버에 접속하여
학습, 수정 및 실행이 가능하므로 실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한 CAS 도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수학을 교수·학습하기 위해

https://sagemath.kangwon.ac.kr:8440/home/pub/69/

서는 이론과 실습의 병행이 필요한데, 기존의 상업용 수학 소프트웨어(매쓰매티카, 메이플, 매트랩 등)는 비용, 유지/
보수,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등의 한계점이 있다. 오픈 소스 도구 활용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한 혁명적인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성균관대, 인하대, 아주대, 조선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 <강원대 사례>에서 경험한 전산실 확보, 코드 입력, 수강 인원 제한, 학생들의 설문 반응, 평가 방법 등의
이슈들에 대하여는, 기 발표된 논문 [1]에서 사이버 실습실, 과제, 평가방법, PBL 보고서, 프로젝트발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문제점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표 1> 기존의 수학교육과 21세기 수학교육 모델 비교
항목

기존의 수학교육 모델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21세기 수학교육 모델

교재

종이(서책형) 교과서

전자책(e-book), 웹 링크·코딩·시뮬레이션·계산 기능 등이 자유로운 디지털 교과서

실습실

PC가 설치된 전산실

Wi-Fi가 가능한 모든 장소, 본인의 노트북·태블릿·스마트폰 등을 기자재로 이용

강의실 / 강의

칠판이 있는 강의실
/ 판서로 강의

인터넷 PC와 스크린 및 칠판이 있는 강의실
/ 인터넷 자료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수학계산 과정이 포함된 강
의(녹화하여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며 학생과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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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교과서의 과제풀이
/ 조교(TA)의 튜터링

평가

출석·과제·지필고사 합산

디지털 교과서와 LMS를 활용하여 예습·질문·토론·과제 모두를 포함한 과제풀이
/ 개인별로 자신의 학습기록을 모아 PBL 보고서로 작성·제출 및 발표
온/오프라인 출석·디지털활동참여·지필고사·PBL보고서 등 모든 활동의 결과물에
가중치를 주어 합산

그리고 이미 몇몇의 연구에서도 검증된 바와 같이, 논문 [2] 및 [3]에서의 설명과 예제 및 미리 입력된 명령
어를 이용하기만 하면, 실습할 때마다 매번 명령어를 따로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화면의 [실행(Evaluate)]
버튼을 손가락 또는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실습을 진행하고, 그와 유사한 다른 문제에 대하여는 함수와 조건을
변경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은 수학 교과 내용을 배우면서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계산
에 사용되는 시간을 줄여 개념 이해와 토론에 시간을 더 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이썬과 R 등의 코드
를 경험하며 복잡한 계산 및 시뮬레이션을 스스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서 접하
는 다양한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
히 계산이 많고 복잡한 다변수 미적분학의 경우, 계산과 코딩 과정
에서 시간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후의 시간동안 미적분학
이 다루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하여 교수진 및 동료학생들(classmate)
과 질문하고 답하면서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
정을 정리하고 발표하는데 집중하면서 본인이 실제 학습 과정에 참여
하게 되고 동시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적분학 1 (Math & Coding) 과 2 강의 (학생) 기록 :
http://matrix.skku.ac.kr/Cal-Book1/Calculus-1/
http://matrix.skku.ac.kr/Cal-Book1/Calculus-2/

http://matrix.skku.ac.kr/Cal-Book1/

논문에 소개된 연구에서 소개된 데이터 기반 평가방법은 참여-PBL 보고서-시험-발표-교수/자기/동료평가 모두
를 합산하여 이루어진다. 평소 수업의 참여율에 대해서는 매주 QnA에 질의·응답한 비율과 매달 제출하는 PBL 보고
서로 평가된다. 중간고사는 QnA에서 교수자/조교에 의해 최종 검토를 거친(Finalized OK)된 문제들 중심으로 약 50%
정도가 출제된다. 중간고사 후, 우수성적 학생을 조장으로 팀을 구성하고 학기말까지 팀별로 기말 프로젝트/시험/발
표가 점검되며 개인 및 팀별로 PBL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여 상호 평가한다. 이후 최종 평가는 각자의 학습과
정에 참여한 기록과 생성된 결과물 그리고 발표에 대하여 교수 및 동료 평가 항목에 적절한 비율을 주어 합산한다.

[그림 1] 대학 미적분학의 데이터기반 평가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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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소개한 미적분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수진 모두는 수학 수업에서 발생한 모든 질문
과 답변을 자유롭게 QnA 게시판을 이용하여 나누며, 그런 토론에 근거하여 무리 없이 수학에 대하여 서로 이
야기하는 문화를 만들었다.1)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은 PBL 보고서가 되어 제출되고, 수업시간
에 발표되며, 이렇게 공유된 자료와 학생들의 학습과정 및 문제풀이 발표 등 다양하게 생성된 자료들에 근거하
여 평소학습, 참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데이터 기반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더불어 모든
평가 사항에는 미적분학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적용뿐 아니라 코딩에 대한 실습과 그 활용도 함께 포함되어 컴
퓨팅 사고력도 꾸준히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표>). 따라서 본 연구진이 선택한 데이터 기반 평가방
법은 현재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학생 중심의 강의 운영에 최적화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경험은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배울 때 http://matrix.skku.ac.kr/math4ai/ 큰 효
과를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강원대 수학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
아갈 신입생들이 모두 수강하는 <미분적분학에서
Math & Coding 의 접목>은 시기적절했으며, 수학
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조차 수학의 흥미를 유발
하면서, 다양한 전공에서 고학년이 되어 전공교육
을 받으며, 신입생 당시 받은 수학교육이 도움이
된 것을 느끼도록 하면서, 공과대의 공감을 얻으면
서 미적분학을 포함한 서비스 수학과목들의 관리
를 기초 교양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고 계속해서 수학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수학과의 존립 기반
을 강화한 것은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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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서의 의과학발사의 교양교육

이봉문(가톨릭관동대)

1. 서론
의학(醫學, 영어: medicine)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초 의학, 임상 의학, 사회 의학 등으로 나뉠 수 있다. 현대 의학은
투약이나 수술과 같은 ‘임상 의학’뿐만 아니라, 해부학이나 병리학 등의 ‘기초 의학’, 사회적 요인에 의한 건강
장애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 의학’ 등 다방면의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의학사 내지 의과학발달사란 의학에 관
한 역사를 계통적으로 연구하여 현대의학에 반영하는 학문영역을 말한다. 따라서 의학사에 있어서는 물질적
인 발전에 의거한 학문의 발전이나 집적을 설명하고 있다. 의학사는 주로 의학임상과 의학교육에 있어서 사료
를 근거로 의학발전에 역사의 법칙성과 그 필연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 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학의 종류는
대부분의 경우, 동양의약과 서양의학으로 알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서양의학의 발달로 인해 근래에는 서양의
학이 셰계적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 선사시대부터 질병을 치료하려는 의료행위가 있어왔다.
석기시대에 그린 두개골에 천공을 하는 장면을 담은 벽화는 주술적인 내용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선사시대에
도 수술과 같은 외과 치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봉합 수술과 같은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2) 고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이거나 잡귀에 의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기원
전 280년 경 고대 그리스에서 편찬된 히포크라테스의 《히포크라테스 전서》와 중국의 춘추·전국 시기에 집대
성 된 《황제내경》에 의해 질병을 보다 객관적으로 다루고 치료법을 찾는 합리적인 의학이 출발하였다3). 황제내
경의 집대성이후 동양의학은 명나라시기 이시진의 본초강목과 같은 약학의 발달과 함께 독자적인 발전을 계속
하여 왔다4). 근세에 이르러 조선의 허준에 의해 집대성된 동의보감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

1) 김조외, 의학발전에 관한 사적고찰, 의학정보관리, 2013, 제40권 제1,2호, 43쪽-44쪽
2) 피에르 제르마, 김혜경 역, 세계의 최초들 1, 하늘연못, 2000, ISBN 89-87115-68-2, 144쪽
3) 강신익, 의학 오디세이, 역사비평사, 2007, ISBN 89-7696-269-9, 17-35쪽
4) 박덕규, 중국역사이야기, 일송북, 2008, ISBN 89-5732-077-6 ,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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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학서적으로 취급되었다5). 청나라에서는 동의보감이 대량으로 인쇄되기도 하였다6). 동양의학은 오늘날
에도 중국의 중의학(中醫學), 한국의 한의학(韓醫學)과 같이 의료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 의학
은 독자적인 영역이라기 보다는 여러 직업군의 부차적인 업무로서 다루어졌다. 외과 치료는 이발사에 의해 이
루어지는 경우가 흔했으며7) 약학과 연금술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8).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의학 지식은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어 발전되었다. 중세 이슬람 의학은 갈레노스를 비롯한 고대의 지식을 계승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적인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였다. 이들은 경험적 방법을 중시한 연구 성과를 바탕
으로 과학적인 의학서적을 편찬하는 업적을 남겼다. 중세 이슬람 의학은 르네상스시기에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
럽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9). 12세기 의학의 최고 경지에 있었던 이븐 시나는 유럽에서 조차

의사의 왕이라 불렸다10). 이븐 시나의 《의학정전》()بطلا يف نوناقلا은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17
세기까지 각 대학의 의학교재로 사용되었다. 한편, 알 라지이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인도, 중국이 의학 성과도 받아들여 새로운 의료체계를 확립했다. 알 라지이는 세계 최초로 홍역과 천연두를
정확하게 구분하였고, 소아과 및 외과, 전염병학 등의 평생 연구 결과를 모아 100권으로 된 《의학집성》을 집필
하였다. 그의 저서 역시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알려졌다11). 18세기에 들어 유럽에서는 계몽주의와 자연주
의의 영향으로 과학적 방법에 의한 의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12). 각 대학에는 해부학 실험실이
마련되었고 당시 지식인에게 인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교양이 되었다13). 한편, 현미경의 발명으로 미생물
을 직접관찰하게 되고 병원균을 확인하게 되면서 백신의 접종과 같은 전염병의 예방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로베르트 코흐는 탄저균, 결핵균, 콜레라균과 같은 병원균을 발견하였다14). 19세기 이전까지 “생물학의 기술”
로서 취급되던 의학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독립된 학문으로서 자리잡아 근대 의학이 성립되었다15). 자
연과학의 발달로 현대 의학은 많은 과학 분야가 관련된 학제간 연구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엑스선 촬영이 진
단을 위한 기술로 도입된 이후 CT, MRI와 같은 기술이 도입되었고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의 발달은 질병의 원
인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통계학은 질병의 위험성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회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대 의학은 다양한 전문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의 역사는 그 발전단계에 따라 원시의료, 고대의학, 중세의학, 근세의학, 근대의학, 현
대 의학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의학사 내지 의과학발달사 관련 서적들은 주로 ‘현대의 의학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중대한 이정표 역할을 한 선배들의 업적을 그 인물상과 함께 고찰하거나, 의학의 10대 발견 내지는 100

5) 곽영직, 자연과학의 올바른 이해, 학문사, 1995, ISBN 89-467-5151-7, 439쪽
6) 동아사이언스, 과학동아 2004년 10월호, ISBN ABD2004100, 20쪽
7) 강신익, 의학 오디세이, 역사비평사, 2007, ISBN 89-7696-269-9, 93쪽
8) 강신익, 의학 오디세이, 역사비평사, 2007, ISBN 89-7696-269-9, 64쪽
9) 하
 워드 R 터너, 정규영 역, 이슬람의 과학과 문명, 르네상스, 2004, ISBN 89-90828-05-8, 제9장 이슬람 문명의 황금시대
와 학문의 거장들
10)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세계사교과서 1, 휴머니스트, 2005, ISBN 89-5862-070-6 , 105쪽
11) 쑨자오룬, 심지언 역, 지도로 보는 세계과학사, 시그마북스, 2009, ISBN 89-8445-333-1, 145쪽
12) 윌리엄 L 랭어, 박상익 역, 뉴턴에서 조지오웰까지, 푸른역사, 2005, ISBN 89-87787-90-7, 158쪽
13) 진중권, 춤추는 죽음 1, 세종서적, 2005, ISBN 89-8407-182-X, 309쪽
14) 이원경, 미생물 작은세상의 반란, 성우, 2002, ISBN 89-88950-52-6, 132-136쪽
15) 진교훈, 의학적 인간학:의학철학의 기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ISBN 89-521-0337-8,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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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발견’, ‘근대의학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3대 저술’ 이나 ‘과학적 의학을 이루기 위한 3요소’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2. 본론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
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
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
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전
통적인 의학사의 단편적인 지식전달방식의 전통적인 교육내용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3D프린트·인공지능 첨
단 기술이 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해외 유수 대학은 물론 국내 주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도 변화
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의학 지식을 주입하는 암기식의 전통 교육 방식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목소
리가 커지면서 하버드대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전격적인 도입을 선언했다. 미국 하버드 의대(Harvard
Medical School)는

오는 2019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버드 의대는 MIT와 손잡고 ‘헬스 사이

언스 테크놀로지 (HST) MD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는 의과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대거 포
함된다. 흥미로운 점은 하버드 의대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흔
히 거꾸로교실(역진행 수업 방식)이라 불리는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온라인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이다. 하버드 의대는 사전에 동영상과 과제
물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소그룹으로 나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부 1학년 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강의를 끝내도록 한 것도 하버드 의대의 새 커리큘럼의 특징이
다. 2학년부터 임상 실습을 하게 되는 데, 이는 기존 커리큘럼보다 7개월 일찍 시작하는 것이다. 실습을 빨리
하게 되면, 환자와 질병을 장기간 볼 수 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또 3,4학년에는 집
중 심화 학습과 연구를 하도록 했다. 이는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실습하는 기존의 커리큘럼을 지식 습득 →실
습 → 심화 탐구로 재배치한 것이다.
서울대 의과대학은 지난해부터 ‘나의 게놈이야기’, ‘3D프린팅 기술 활용’, ‘미래의료 빅데이터’ 등의 과목이 신
설됐다. 임상 경험을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학생 인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연구역량을 강화해 의과학자를 양
성하는 의학연구 멘토링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연세대 의대는 올해 모든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토록 새 의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지난해부터 문·이과계열 상관없이 전교생에게 소프트웨어(SW) 관련 과목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 의대생들도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이 대학은 문제 중심학습 교육과정(Problem-Based Learning)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임상 환자
들의 사례에 관한 생물학적·사회학적·인구학적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대학원 과정인 성균관대 삼성융
합의과학원에서는 디지털헬스학과 석박사 과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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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대학은 AI시대에 의사가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며, 지식을 학
습하고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을 팀을 이뤄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며 계속 진화해 나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미리 배우올 수 있는 동영상 강의 등 새로운 유형의 교육 콘텐츠를 개
발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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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의대에서의 의과학발달사의 교양교육”에 대해

최경호(가톨릭관동대)
다양하고 흥미로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의과대학 교양교육의 제시
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또한 지금까지 단편적인 지식전달 및 의학지식을 주입하는 암기식의 전통교육 방식을 융복합형태의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법으로서 “플립런닝(flipped learning)” 그리고 “문제 중심학습 교육과정(problem-based
learning)”의

도입은 많은 양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의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이며, 실습을 일찍 경험하는 기회를

의대학생들에게 줌으로써 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이런 교육방법들을 도입하는 총괄적인 결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플립런닝의 교과내용을
구성할지 또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문제제시가 무엇인지를 찾는 연구가 1-3년 정도 걸려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예를 들어 모든 교양 교과목들이 플립러닝을 실시하면 학생들이 수업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학습량이
매우 많아지므로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모든 교과목 교수님과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야함.
또한 단지 저학년에서 고학년 본과로 진학하기 위한 교과목들이라면 학점체계를 Letter Grade(A, B ....)가
아닌 과락제(Strong Satisfactory, Satisfactory, Unsatisfactory)구분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암기식의 결과
로 학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실습에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으로 본
과 진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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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8-3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 개발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 개발

김수환(총신대,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1. 서론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컴퓨팅 교육(컴퓨터 과학 교육 혹은 컴퓨팅 사고력 교
육)이

K-12에서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 Computing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영국을 필두

로,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도 컴퓨팅 교육을 K-12에서 필수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8년부터 단계적으
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필수로,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택으로 변화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
향 중 하나로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 함양이 제시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프트
웨어 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정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육내용의 대부분이 ICT기반의 응
용 프로그램의 활용과 기술의 습득에 제한이 되어 있었던 반면, 이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융합 인재 양성을
비롯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사고능력의 신장에 무게를 두고, 코딩 교육을 비롯한 피지컬 컴퓨팅 등
최근의 변화된 컴퓨팅 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실과교과의 ICT활용 중심 내용 단원을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으
로 개편하도록 하고, 5～6학년군에서 17시간 이상 시수를 확보하도록 하였음. 또한 중학교에서는 기존의 선택과
목이었던 정보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개편하여 총 34시간 이상 이
수하도록 하였음. 고등학교에서는 심화 선택과목이었던 정보교과를 일반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내용으로 개편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과목 선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에
중학교에서, 2019년 초등학교에서 적용되었으며 여러 가지 성과와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다.

2. 한국 SW교육 커리큘럼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교육의 흐름에 맞추어 컴퓨팅 사고력(CT; Computational Thinking)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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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공교육에 적용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이전에는 ICT활용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지만,
이후 몇 번의 노력을 통해 2009년 중등 교과에서 컴퓨터 과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에 성공하였고,
2015년 개정 정보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필수화하게 되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
과학 기반의 정보교육과 ICT 활용 중심의 컴퓨팅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2015 개정 정보 교육과정
안에 반영되었다.

[그림 1] 한국의 컴퓨터 교육의 변화
<표 1> 2015 개정 정보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급

이전

초등학교
(2019~)

실과안에
ICT단원으로
(12시간)

중학교
(2018~)

‘정보’
(선택)

고등학교
(2018~)

‘정보’
(심화선택)

이후



내용

실과안에 SW교육
(17시간 이상)

•문제해결과정,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개념, 체험
•정보윤리

‘정보’34시간 이상
(필수교과)

•CT기반 문제해결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구현

‘정보’(일반선택)

•다양한 분야의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구현

3.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 개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한국에서의 SW교육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러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독립교과가 아닌 실과교과 안에 포함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연계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배정된 시수가 부족한
관계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최근의 인공지능과 같은 이슈도 포함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보과학교육연합회에서는 2015 개정 정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
영한 새로운 SW교육 표준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9년의 SW교육 표준모델 개발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프로젝
트로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KISEF)가 수행하고 초중등 교사 및 여러 학술단체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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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개발된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의 특징과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인재상 – 목표 – 역량 – 지식, 실천/태도’ 의 프레임으로 제시
○ SW교육 표준 모델의 빅 아이디어로 ‘정보와 컴퓨팅’을 사용
- 정보와 컴퓨팅(Information and Computing) : 본래 정보(Informatics) 용어는 ICT와 컴퓨터 과학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용
어이지만, 일반인이나 비전공자의 시각에서 ICT의 좁은 의미로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어 명시적으로 ICT를 의미하는 정보
(information)와 컴퓨터 과학을 의미하는 컴퓨팅(computing)을 조합한 ‘정보와 컴퓨팅’을 SW교육 표준 모델의 빅 아이디어
로 설정
○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의 교과 역량 중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SW교육만의 고유한 역량으로 제시하
기 위해 디지털 협업능력,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제시
-디
 지털 협업능력 :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에 기반한 다양한 지식·학습 공동체에서 공유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융
 합적 문제해결력 :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와 컴퓨팅 관련 역량 및 지식을 융합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SW교육 표준 모델의 범위(scope) 상 지식, 실천/태도의 균형적 제시
- 지식 체계 : 5개 영역(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 인공지능과 융합)으로 확대 제시
- 실천/태도 : 2015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내용체계 상 ‘기능’을 태도적 측면까지 포함하도록 제시
- 내용 체계 및 수행 기대 형태로 표현
○ 계열성, 계속성,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고의 내용 요소를 상세화하여 제시
- 초등학교 3단계, 중학교 3단계, 고등학교 2단계의 총 8단계로 제시
- 초등은 체험 중심, 중학교는 간단한 실습 및 적용, 고등학교는 문제해결 중심
- 블록 코딩은 초등학교까지, 중학교부터는 텍스트 코딩
<표 2> SW교육 표준모델 학교급별 내용 체계(개발 중)
영 역
대수준

중수준

정보윤리
정보
문화

정보사회

자료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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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초등 1단계
•정보사회
에서의
올바른
예절

초등 2단계

•사이버
폭력 예방

•컴퓨팅 기
기 사용의
바른 자세
의 이해

•올바른 인
터넷 생활

•디지털
공간의
이해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이웃

초등 3단계

중 1단계

중 2단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개인정보
의 관리

•저작권
보호 방법

•정보사회
와 미래
(사회 변
화 특징)

•정보사회
에서 진로
와 직업

•인터넷
중독 예방

•자료의
개념

•소리 자료
의 이해
자료와
자료구조 •문자자료 •이미지 자
와 숫자자 료의 이해
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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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간에서
의 가치관
과 윤리

•정보의
개념
•멀티미디
어 자료의
이해

•이진수와
이진연산
•숫자자료
의 디지털
표현
•자료구조
의 개념

•이진코드
의 이해

중 3단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저작권법
의 이해

•미래기술
의 이해

고 1단계

고 2단계

•디지털
시민성

•미래 정보
윤리 이슈

•정보과학
과 진로

•정보과학
과 미래

•자료의 효
율적 표현
과 압축

•문자 자료
의 디지털
표현

•소리 및
이미지 자
료의 디지
털 표현

•선형 구조
의 개념

•스택의 이
해와 적용

•트리의 이
해와 적용

•배열과
리스트의
이해

•큐의 이해
와 적용

•그래프의
이해와 적
용

•비선형 구
조의 개념

•인코딩과
디코딩
•자료 압축
의 규격
및 적용
•자료 구조
의 응용

영 역
대수준

중수준

데이터베
이스

단 계
초등 1단계

-

초등 2단계

-

•자료 검색
ICT와 웹

알고리즘

•컴퓨팅 기
기의 기본
조작

•자료의
정렬과
필터링
•자료 검색
의 응용

멀티미디
•간단한 문 •어
자료의
서 자료의
생성과
생성
편집
•파일과 폴 •프리젠테
더의 관리
이션 문서
제작

•생활 속
문제해결
과정
- 문제해
결 순서
제어
구조의
이해

- 알고리
•제어 구조
즘 표현
의 이해 III
(글, 그림)
- 선택
•제어 구조
구조
의 이해 II
- 제어
- 반복
구조의
구조
활용

•프로그램
작성(블록
기반)
•프로그램
작성(블록
기반)
- 순차
프로그
램의 실
행 순서
프로
그래밍

•스프레드
시트의
이해

•생활 속
•알고리즘
문제해결
의 정의와
과정 표현
표현

- 순차
구조

알고리
즘과
프로그
래밍

초등 3단계

- 순차
구조의
구현
•디버깅
- 순차
프로그램
의 오류
탐지 및
수정

- 산술
연산
- 화면
입출력
-이벤트
- 반복
프로그램
의 실행
순서
- 반복
구조의
구현
•디버깅
- 반복
프로그램
의 오류
탐지 및
수정

중 1단계

중 2단계

중 3단계

•간단한 수 •DB의
식과 계산
이해
의 활용
DB 개념
•함수의 활 - 과
모델
용

•관계형
DB의 활
용
- DB 연산

- 개체관계 다이
어그램

•영상자료
의 생성과
편집

•인포그래
픽의 이해

•디지털 저
작물의 이
해

•디지털 저
작물 창작
및 공유

•클라우드
문서 작성
및 활용

•인포그래
픽의 제작

•정적 웹
페이지의
제작

•동적 웹페 •오픈소스
이지의 제
기반 웹페
작
이지 제작

•알고리즘
의 모듈화
•알고리즘
의 개선

- 함수/
서브루
틴/프로
시저

•제어 구조
의 이해 IV •정렬 알고
리즘의
- 중첩
이해
제어
구조
- 버블/선
택/삽입
정렬 알
고리즘

- 동적 프
로그래밍

•알고리즘
의 효율성

•탐색
알고리즘
의 이해

- 시간
복잡도

- 선형
탐색
알고리즘

- 공간
복잡도

- 재귀
함수의
구현

- 자료형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램
작성

- 선택
프로그램
의 실행
순서

- 표준
입출력

- 함수

- 제어 구
조 (순차,
반복, 선
택, 중첩)

- 배열과
리스트

- 선형 탐
색, 이진
탐색의
구현

- 선택
프로그램
의 오류
탐지 및
수정

•알고리즘
분석 및
평가

•프로그램
작성

- 함수

•디버깅

•디지털 저
작물 재생
산

- 이진
탐색
알고리즘

- 논리, 비
교 연산

- 제어
구조의
활용

•DB서버
구축 및
관리

- 재귀
함수

•프로그램
작성
(텍스트
기반)

- 선택
구조의
구현

•관계형
DB의 설
계

고 2단계

•다양한
알고리즘
의 표현

•프로그램
작성 (블록
기반)
- 변수,
리스트

고 1단계

•디버깅
- 텍스트
프로그
래밍에서
오류 탐
지및
수정

- 버를 정
렬, 선택
정렬,
삽입 정
렬의
구현

- 표준
입출력
- 사용자
정의
함수

- 동적 프
로그래밍
의 구현
•효율적인
프로그램
- 시공간
복잡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의 작성

•소프트웨
어 공학
-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소프트웨
어 공학
- 프로그램
개발
과정
- 프로그램
개발
방법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 개발

407

영 역
대수준

중수준

단 계
초등 1단계

중 2단계

중 3단계

•컴퓨팅
장치의
인터페이
스 개선

•컴퓨팅 기
기의 관리

영체제
•운영체제 •운
의 자원
내부 계층
및
의 이해
작업관리

양한 물
•악성코드
•사이버 보 •다
•강력한
리적 보안 •다양한 암
및 외부공
안
문제와
암호의
방식의 이
호화 방법
격에 의한
정보
보호
사이버 •암호의 이
설정과
해와 적용
의 이해
영향 이해
인식
보안과
정보 보호
해와
사용
보통신 •네트워크 •패킷을 이
네트워크
무선 네 •정
•정보통신 •유
기기 전달
의 구성
용한 데이
트워크의
의 이해
과정의
요소
이해
터 전송의
설정
이해
이해

•다양한 상
황에서의
보안 조치 •네트워크
의 평가
보안의 이
해와 수준
•네트워크
설정
프로토콜
의 역할
•네트워크
이해
의 확장성
및 안전성
•네트워크
평가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이해

활속
하드웨어 •생
컴퓨팅
와 소프
기기의
트웨어
종류

컴퓨팅
시스템

피지컬
컴퓨팅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

-

-

초등 2단계

•하드웨어 •컴퓨팅 기
와 소프트
기의 구성
웨어의
과 기능
활용
이해

센서의 종
류와 활용

-

•인공지능
의 활용 I
(음성인식
등)

인공
지능과
융합

•생활 속
로봇의
종류
이해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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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3단계

•입력 센서
값의 이해
와 처리

•빅데이터
의 이해

•인공지능
의 개념
이해
•인공지능
의 활용 II
(머신러닝
등)

중 1단계
•컴퓨팅
기기 간의
상호작용
이해

•운영체제
의 종류와 •운영체제
역할의
의 관리
이해

•피지컬
컴퓨팅
제어 프로
그래밍 I

•피지컬
컴퓨팅
제어 프로
그래밍 II

•피지컬
컴퓨팅
제어 프로
그래밍 III

- 기본센서
의 활용

- 확장센서
의 활용

-융합문제
해결

•빅데이터
의 적용
•올바른
빅데이터
사용

•인공지능
지식표현
의 이해
(if then,
tree)
•머신러닝
의 학습
방법
이해

•완성형
로봇의
체험

•로봇의 기 •완성형
•로봇의 영
본
로봇의
향
구조
제어
탐색
이해
•완성형
•올바른
로봇의
로봇의
활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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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단계

고 2단계

지컬컴
•센서회로 •피
퓨팅의
구성과
실생활
제어 프로
응용 및
그래밍
개발

•데이터 수
다
 양한
•사회문제
집 및 가 •데이터 수 • 데이터
데이터 수
공I
집및가
수집 및
집및가
(제공데이
공II(웹데
가공
공
터)
이터)
방법
회문제
•제공
•웹 데이터 •데이터 분 •사
데이터 분
데이터
처리 및
석및시
석및시
처리 및
분석
각화
각화
분석
•인공지능
추론 방
법이해

•여러분야
의 지식
추론

•머신러닝
의 개념과
알고리즘

•머신러닝
접근 방
법 이해
(지도,
비지도,
강화 등)

•여러분야
의 인공
지능
학습
(도메인)

•머신러닝
의 데이터
분석 방법
(확률,
통계)

•기초로봇
의 구성
•기초로봇
의 제어의
이해 및
적용

•다양한
문제해결
을 위한
로봇
분석

•로봇의 제
•다양한
작(필요
문제해결
한)
을 위한
•로봇 제어
로봇
프로그래
설계 및
밍I
구성
•로봇을
활용한 실
생활 문제
해결

•인공신경
망의 개념
및 프로
그램 작성
•인공신경
망 실생활
문제 적용

•복잡한
문제해결
을 위한
로봇
설계 및
제작
•로봇 제어
프로그래
밍 최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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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 개발“에 대해

유정수(전주교육대)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여 왔다.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이 있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
여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2015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6가지 핵심역량을 기르고자 하였다. 6가지
핵심역량을 SW교육을 통해서 모두 기를 수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2가지 역량이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2014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개
최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 보고회’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학습을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는 방
안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초중등 및 대학에 이르기까지 SW교육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국가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교육은 충분한 준비가 없이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를 안고 2015교육과정에 SW교육
내용을 담았다. 2015개정 국가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지식정보화사회에 살아 갈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국정보교육학회와 한국정보교육연합회에서는 초등학교 SW교육 표준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
서 개발해왔다.
발표 논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에서의 SW교육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독립
교과가 아닌 실과교과 안에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컴퓨팅 사고력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수 문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초연결, 지능정보화 시대에 진입하게되면서 인공지능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와 기
술들을 교육과정 내에 포함해서 가르쳐야 할 상황이 되었다.
시대 요구 및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2015 개정 정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SW교육 표준모델의 빅 아이디어로 ‘정보와 컴퓨팅’으로 정하였는
데 이 아이디어는 이미 2015 개정 정보교육과정에서 그 의미가 모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미래
를 대비한 교육과정 모델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능정보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개의 빅 아이디어보다
는 더 확장하여 ‘인공 지능’ 등과 같은 빅 아이디어 추가적으로 제안한다. 또한 현재 제안된 모델의 지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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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공 지능과 융합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더 확대해서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
라 생각된다.
SW교육 표준모델에서는 영역을 대 수준에서 5개영역으로 나누었고 각 대수준 영역에서 2~3개의 중 수준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대수준의 정보문화 영역을 SW교육의 필요성을 학습자들에게 Inspire하는 단계로 본
다면, 중수준을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보윤리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팅 기기에 대한 이해부분을 하나의 수준
으로 만들어서 정보사회, 정보이해, 컴퓨팅 이해로 체계를 만들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마지막
인공 지능과 융합 대영역에서 중수준으로 융합사례나 실제로 타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문제해결 중심의 영역
이 더 첨가되었으면 한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계열성, 계속성, 연계성을 갖춘 교육 내용 제시나 초등에서는 체험 중심, 중학교는 간단
한 실습 및 적용, 고등학교는 문제해결 중심으로의 체계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우려를 표명한다면 현 2015교육과정의 교육체계와 시수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변혁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된 모델이 정책적 제안으로만 그친다면, 중국과 같이 인공 지능 교육을 통해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 변화 촉진을 통해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발돋움하여 나아가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제력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SW·AI 경쟁력이 개인·기업·정부의 성패를 좌우하고 산업전반을 리드할 것이다. 학교 교육도 학생들이 직
면하게 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SW·AI혁명(SW·AI가 전 영역에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SW·AI기반으로 국가·사회 전반을 변혁 중이며, ICT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모든 분야에서 혁
신과 경쟁판도가 바뀌고 있어 이제는 SW·AI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글, 페
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SW기업은 SW·AI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SW·AI
산업은 물론 타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고 SW·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시대적·사
회적 변화에 발 빠르게 교육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차세대 SW교육 표준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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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양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연구

박일우, 정세영, 이휘진(계명대)

I. 연구목표 및 배경
• 본 “기초교양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연구”는 제목 앞부분의 ‘기초교양교육’에 방점을 찍는다. 본 연구는 모든
종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① 기초교양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규명하고, ②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국내 온라인 수업1) 학습자, 교수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③ 실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기초교양교과목의 범주에서 양질
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진행할 수 있는 지침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내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은 교육과정 관리에서 예외적인 분야로 다루어진다. 통상 온라인 수업의 개발
과 개설은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교무처 혹은 해당 부서의 통제에서 한 발자국 벗어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재량에 맡기는 실정이다. 여기다 대학 경영진 차원의 ‘원초적 오해’가 곁들여진다. 온
라인 수업의 특성 상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은 곧 “분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강의실 수요가 필요 없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는 온라인 수업이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의 유지·보수나 조직 관리 경비를 상
쇄하고도 남는 ‘경제적인’ 강의수단이라는 오해로 연결된다.
• 심각한 문제는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 대상교과목들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기초교양교과목들이
라는 점이다(박일우, 2011). 기초교양교과목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불특정
다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강의”가 가능하다는 발상에서 온라인 수업 교과목은 처음부터 교

1) 온
 라인 수업’과 함께 다양한 용어가 존재한다. 교육현장의 학생들은 ‘인강’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는 ‘인터넷 강의’의 준말
로 보이지만, 외래어와 우리말의 합성어를 다시 준말로 만든 결과로, 모국어 사용자의 언어 직관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
상을 준다. 교육기관에서의 공식적인 용어로는 가상강좌, 사이버강좌, 온라인 수업 등이 사용된다. 2018년 10월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즉 “강의실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원칙”을 제시하면서 온라인 교육기관이 아닌 오프라인 교육 위주의 일반대학에서 개발·도입하는 온라인 수업을 ‘원격수
업’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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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과목을 중심으로 개발·진행된 것이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몰이해와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몰이해는
불행히도 처음부터 궤를 같이 하여왔다.

II. 이론적 논의
1. K-MOOC의 허와 실
• MOOC이나 K-MOOC이 등장하였을 때만 해도 고등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 혁신은 ‘파괴적(disruptive)인 것으로 자주 묘사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을 필두로 온라인 교육, 평생학
습, 전문가 훈련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MOOC 허브들이 나타났고(Udacity, Coursera, edX, MOOC.org) 영
국(Futurelearn), 프랑스(FUN), 일본(J-MOOC), 중국(XuetangX)에서도 속속 유사한 제도와 시스템이 출범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0월 14일 “국내·외 좋은 강의 모델의 공개 및 확산을 통한 대학수업의
질적 혁신과 개인의 역량계발 및 재교육을 위한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할 목적”2)으
로 K-MOOC이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불과 3년에 흐른 2018년 현재 100개 대학이 참여
하고 500건 이상의 강좌를 보유하며 40만 명의 수강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학 현장의 온라인 수업 영역에서 K-MOOC은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의 지속가
능성도 의문의 대상이 된다.
• 초기 도입 단계에서부터 순수한 교육적 목적보다는 정부재정지원사업 대비 지표 충족이나 대학평가에 필
요한‘건 수’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온라인 수업의 낮은 품질은 그 후에도 여간해서 제
고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 자체가 대학 내부의 교육혁신운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학사관리에 따라 교수자의 시수확보 수단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교수자들은
좀처럼 자신의 영역을 ‘외부 강좌’에 양보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다.

2. 온라인 수업의 특징
• 뵈처 외(Boettcher, Judith V., Rita-Marie Conrad, 2016: 8-10)는 온라인 수업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교수자의 역할 이동 : 코칭, 가이딩, 멘토링
-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넘어서는 능동적 참여
- 유연하며 거의 무한한 콘텐츠 자원
- 비동기화(asynchronous)된 학습자 모임과 대화 환경

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boardSeq=58380&lev=0&m=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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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학습평가

3. 기초교양교육 발전으로 환류
• 온라인 수업의 특징은 기초교양교육이 요구하는 교수학습법과 더 잘 부합된다.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이
란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며,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라
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http://konige.kr/sub02_08.php)”이기 때문이다.
• 본 연구의 차별성은 지금까지의 매체 위주의 담론에서 벗어나 콘텐츠 질 제고의 관점을 채택한다는 점이
다. 이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학습 방법의 성격보다는 국내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교과목 콘텐츠로 시선을 옮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진행 방식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관하게, 모든 기초교양교과목은 기초교양교과목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한국기초교양교육원이 진행하는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특히 심화컨설팅
에서 개별 교과목의 교양교과목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2019년 3월 한국기초교양교육원 컨설
턴트 연수에서 발표된 교양교과목 콘텐츠 적합성 판단 기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영역 적합성: 기초, 배분이수, 일반선택 등의 영역에 각각 부합하는가
- 학술성: 고등교육 기관에서 개설할 만한 학술성을 가지는가
- 보편성: 자
 유학예교육, 즉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에 근거를 두되 이들을 전공분야로 하지 않
는 학생들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인가
- 확장성: 향
 후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을 전공과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체계를 창출하고 현실세계에 적용
할 수 있는 내용인가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기초교양교육 강좌는 위의 요건에 더해 온라인이라는 매체환경이 제공할 수
있는 다음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편의성(ubiquitous 환경)을 충분히 보장하는가
- 학습자 주도 학습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가
- 교수자-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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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온라인 수업 인식 조사 및 시사점
1. 학습자 설문조사

1)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특성, 과정, 학습환경 및 결과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학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① 학습과정 용이성, 자기조절학습
전략, 능동적 학습관리, 부정적 학업정서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특
성, ② 콘텐츠, 교수자의 상호작용, 학습자의 상호작용, 평가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온라인 수업
과정, ③ 학습실재감-인지적실재감, 학습실재감-사회적 학습실재감, 교수실재감-내용구조화촉진, 교수
실재감-학습활동촉진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수업의 학습환경을 매개변수로 하고 있으며, ④
학습전략 발전에 대한 인식, 교육효과성에 대한 인식, 학업성취도, 재이용의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된 온라인 수업의 결과를 최종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문제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구모형에 따라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학습자 특성, 온라인 수업 과정 및 학습환경에서 어떠한 차이를 갖
는가를 검정하고자 한다. 둘째,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결과에서 어떠한 차
이를 갖는가를 검정하고자 한다. 셋째, 온라인 수업의 학습자 특성, 과정, 학습환경이 온라인 수업의 결
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3)

연구대상, 자료수집 방법 및 조사기간

•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364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
였으며, 온라인 수업에서 교양교과만 수강한 학생들은 325명이었다. 본 연구의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3일간 이루어졌다.

(4)

연구도구의 구성

•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문항은 온라
인 수업 운영 및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과정을 거쳤으며 Likert 5점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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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첫째,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특성은 학습과정 용이성, 자기조절학습전략, 능동적 학습
관리, 부정적 학업정서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수업 과정은 콘텐츠, 교수자의
상호작용, 학습자의 상호작용, 평가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수업의 학습환경
은 학습실재감-인지적실재감, 학습실재감-사회적실재감, 교수실재감-내용구조화촉진, 교수실재감-학
습활동 촉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온라인 수업의 결과는 학습전략 발전에 대한 인
식, 교육효과성에 대한 인식, 학업성취도, 재이용의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종 문항은
75개이다.
자료 분석

(5)

• 수집된 자료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알
아보기 위해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간 인과적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였다.
2) 연구 결과
요인분석

(1)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자 특성
21개 문항, 온라인 수업 과정 23개 문항,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환경 21개 문항, 온라인 수업의 결과
10개 문항, 각각에 대하여 하위요인이 4개씩 추출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는 .882~.923
로 나타났다.

(2)

학습자 특성, 수업과정, 학습환경이 온라인 수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수업의 학습자 특성과 결과 간의 관계의 인과적 분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습과정 용이
성, 자기조절학습전략, 능동적 학습관리, 부정적 정서가 온라인 수업의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콘텐츠의 수준 및 난이도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흥미가 달라지고 학업정서가 달라지므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설계가 필요하다.
- 매학기 새롭게 개발된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수업 과정과 결과 간의 관계의 인과적 분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콘텐츠, 교수자의 상호작
용, 학습자의 상호작용, 평가가 학습자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수업 특성상 학생들은 자주 수업에 참여해야하며, 콘텐츠 설계 시 강좌운영시간, 환경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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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 학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학생 수가 많으므로 온라인 환경에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와 활용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학생들은 편한 시간과 공간에서 타인의 간섭이 없이 학습한다는 점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므로 이를 저
해하지 않는 범위의 상호작용 전략과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 온라인 수업 환경과 온라인 수업 결과 간의 관계의 인과적 분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습실재감인지적실재감, 학습실재감-사회적실재감, 교수실재감-내용구조화촉진, 교수실재감-학습활동촉진의 온
라인 수업의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실재감, 즉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
생들이 학습과 관련된 주제 영역의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그 범위에 맞는 지식을 창출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인식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인 사회적 실재감은 온라
인 수업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 온라인 수업 환경은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수업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학생들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학습, 혹은 탐구 커뮤니티로서
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학생들이 교수자가 실재 수업에서 내용전문가로서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
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업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교수설계가 필요하다.
-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을 통해 교수자의 존재를 생생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
수자는 질문하기, 칭찬하기, 피드백하기, 학습자의 의견 알아주기 등의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과 소
속감을 부여하는 언어적 표현과 학습활동 제안 등,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2. 학습자 FGI

• 위에서 보인 실증적 연구와 함께, 온라인 수업 학습자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동료세대인 연구보조원이 주관하는 학습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학생들은 대체로 온라인 강의에 대하여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 학생들의 교양교육과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교양교육에 대해서는 일반적 인
식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지식을 배우는 과목’, 혹은 ‘전공보다 낮은 단계의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
과목’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는 시간·공간적인 편의에 대해서만
고려할 뿐, 온라인 강의의 본질적인 특색에 대하여 생각하는 학생은 없었다. 학생들의 반응 중 유의할 만
한 사례를 직접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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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두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거. 그냥 그런 거.”
“솔직히, 교수님이 틀어주는 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감상문을 써서 제출하는 방식이 잦았다. 그런
데 굳이 그걸 강의 시간에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굳이 내가 등록금을 내 가면서 이 영상을 보고 감상문
을 쓰는 강의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프로그래밍 같은 강의도 온라인보단 오프라인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을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피드백을 바로바로 못 받으니까, 교수님이 그걸 바로 보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는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긴장감이 들지 않는데, 예의도 필요 없고, 긴장감도 없고.”
“상호작용이 필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으니까, 더 쉽게 학점을 취득하려면 집에서 편하게 듣는 온
라인 강의가 좋죠.”
“교수님하고 따로 만날 기회가 적어지니까, 그게 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강은 기본적으로 쉽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인강은 참여할 필요 없
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좋아서 듣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IV. 교과목 개발 : <르네상스의재발견>
1. 교과목 개요
• III부에서 나타난 심각한 결과, 즉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수준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요구
를 반영하고 기초교양교육의 이념과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대학 교양교육과정에서 교양기초교과목
으로서 적합성을 가지는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가지는 새로운 교과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기초교양교육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부교육은 자유학예교육(Liberal Arts & Science education)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방향이다. 르네상스는 “인류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오래된 미래”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초지식, 초지능, 초연결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인문사상의 보고이다. <르네상스
의재발견>은 르네상스의 문화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회화, 조각, 건축)을 비롯하여 문
학, 철학, 자연과학의 성과를 살펴본 후, 르네상스 정신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떻게 이
정표를 제시하는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초교양교육 교과목의 전범을 제시하고 나
아가 자유학예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2. 교수학습 활동
1) 학습주제
• 매 주차 수업 서두에서는 먼저 ‘학습주제’를 명료하게 제시한다(<표1>). 이 주제는 결국 그 주차 학습자들
이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할 문제제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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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내용
• ‘텍스트 읽기’는 학습자들이 사전에 수행해야 할 활동이다. <르네상스의재발견>의 진행 요체는 “학습자
들로 하여금 글을 읽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700쪽이 넘는 책 몇 권을 첫 문장
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다 읽게 한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르네상스의재발견>은 ‘학습내용’의
단계에서 매 주차 주제 관련 고전과 논문 중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 A4용지 15매 내외로 재구성한 긴 텍
스트를 플랫폼에 사전 등재하며, 학습자들은 최소한 ‘학습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정독하고 이후 상호활
동에서 학습자주도 학습활동인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한다. 텍스트 읽기
에 동원된 서지목록은 다음과 같다.
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저 / 이기숙 역.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한길사, 2003.
- 르네상스를 발굴·규정한 고전, 문화사 연구의 전범
임영방 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문학과 지성사, 2003.
- 국내 미술사학자의 본격적인 르네상스 연구서
김상근 저.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 20세기 북스, 2010.
-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대중화한 책

3) 학습활동
• <르네상스의재발견>에서 상호작용 활동의 가장 주요 부분은 LMS의 토론방에서 진행된다. 다만, 대규모
불특정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만큼, 토론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차 복수의 토
론 주제를 제시하고(<표 2>), 학습자는 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발제문을 올리고, 다른 학습자의 발제문
<표 2> 토론 주제
주차

주차별 주제

차시별 주제

활동

1

오리엔테이션

• 강좌 배경 및 목표 안내
• 자기주도 학습자세 안내
• 탐구문제 사전 제시 및 팀 구성

강의

2

예술품으로서의 국가

• 이탈리아 반도의 정치사회적 상황
• 베네치아와 피렌체
• 교회국가

강의 및 토론

3

인문주의

• 인문주의의 개념과 성격
• 인문주의의 성립과정
• 인문주의와 상상력

강의 및 토론

4

르네상스 예술의 선구자

• 첸니노
• 알베르티
• 바자리

강의 및 토론

5

피렌체 가상 탐방

• 피렌체 대표 미술관/성당/유적 안내
• 주제별 분류
• 대표적 유적 가상 탐방

강의

6

팀프로젝트 준비

• 미래사회에 주는 인문주의의 시사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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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팀프로젝트 진행

7

르네상스의 학문과 예술(1) : 문학

• 문학에 나타난 르네상스 정신의 묘사
•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 작가 마키아벨리

강의 및 토론

8

르네상스의 학문과 예술(2) : 회화

• 회화에 나타난 정신의 묘사
• 우첼로, 마사치오의 원근법
• 라파엘로, 보티첼리의 회화세계

강의 및 토론

9

르네상스의 학문과 예술(3) : 조각

• 조각에 나타난 르네상스 정신의 묘사
• 도나텔로의 조각
• 기베르티의 조각

강의 및 토론

10

르네상스의 학문과 예술(4) : 건축

• 건축에 나타난 르네상스 정신의 묘사
• 브루넬레스키의 건축
• 미켈로쪼의 건축

강의 및 토론

11

르네상스의 학문과 예술(5) : 자연과학

• 근대를 연 자연과학의 태동과 발전
• 코페르니쿠스의 선구적 통찰
• 갈릴레이, 케플러의 기여

강의 및 토론

12

르네상스 정신의 총화 (1)

• 미켈란젤로의 일생
• 회화 조각 건축 작품 사례
• 후대에 끼친 영향

강의 및 토론

13

르네상스 정신의 총화 (2)

•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일생
• 창조와 융합
• 후대에 끼친 영향

종합토론

14-15

팀프로젝트 결과 발표

16

정기고사 : 에세이 작성

에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달면서 사이버 공간 여기저기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진행되도록 한다. 여기서 학습
자들은 르네상스의 문화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회화, 조각, 건축)을 비롯하여 문학, 철학, 자
연과학의 성과를 살피는 과정을 넘어서, 르네상스 정신이 현재와 미래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떻게 이정표를
제시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표 2> 토론 주제

주차 및 주제

토론주제

1주차
오리엔테이션
• 피렌체와 베네치아는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2주차
예술품으로서의 국가

• 교황의 존재는 오늘날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떤 것으로 대체되는가?
• 르네상스 시대 교회국가와 도시국가의 상호 관계를 오늘날의 ‘세계화’ 현상과 비교해보자.
• 오늘날 인문대학은 전공 교육과정에서 인문주의의 전통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3주차
인문주의

• 르네상스 시대가 창조의 시대로 손꼽히게 된 사상적 배경은 어떠하였나?
• 상상력의 창조적 성격이 드러난 사례를 지금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자.
• 르네상스 정신이 가장 두드러지게 구현된 것은 미술 분야인 이유는 무엇일까?

4주차
르네상스 예술의 선구자

• 바사리가 가진 어떤 신념이 「미술가 열전」을 남기는데 동인으로 작동했을지 생각해보자.
• 오늘날 알베르티와 같이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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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피렌체 가상 탐방

팀 프로젝트 시작

• 도서관 영상자료실에서 영화 <Inferno>를 보고 감상 의견을 간단히 말해보자.
6주차
르네상스의 학문과 예술(1) : • 이 영화가 「신곡」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부분들을 찾아보자.
문학
• 영화매체로 전환된 고전을 접한다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7주차
르네상스의 학문과 예술(2):
회화
8주차
르네상스의 학문과 예술(3):
조각
9주차
르네상스의 학문과 예술(4):
건축

• 르네상스 초기 화가들의 계보를 만들어 보자.
• 5주차에서 학습한 주요 성당 / 미술관과 이 당시 화가들의 걸작 분포도를 만들어 보자.
• 보티첼리의 회화에서 미학을 구현한 사례를 찾아보자.
• 도나텔로의 대표작에 나타나는 ‘추악한’ 형상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 현대 조각가 자코메티의 조각 작품과 도나텔로의 작품을 비교해 보자.
• 백남준의 <비디오 조각>도 르네상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일까?
• 산타마리아 델 피에로 대성당의 두오모(돔)은 건축사에서 최초의 돔 형태인가?
• 산타마리아 델 피에로 대성당의 돔을 완성한 브루넬레스키의 공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의 청동문 설계전략은 어떻게 달랐을까?

10주차
르네상스의 학문과 예술(5):
자연과학

• 인간이 자연에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지적 전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 르네상스 시대 장인과 과학자의 사회적 위상은 어떠했는가?
• 이슬람 과학이 르네상스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과정과 내용을 조사해보자.

11주차
르네상스 정신의 총화 미켈
란젤로
12주차
르네상스 정신의 총화 레오
나르도 다 빈치

• 오늘날 미켈란젤로와 비견할 만한 예술가가 있는가?
•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피치노의 미 이론이 구현된 사례를 생각해보자.
• 교황과 미켈란젤로의 충돌 사례에서 보는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위상을 생각해 보자.
• 학문이 분화 발달된 현대에도 레오나르도와 같은 다방면의 전문가가 태어 날 수 있을까?
• 오늘날 교육이나 산업현장에서 융합적 인간상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레오나르도가 어떤 기획이나 작품도 사실상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13주차

팀 프로젝트 발표

14주차
15주차

복습 및 정기고사

4) 멀티미디어 매체 활용 계획

<르네상스의재발견>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주된 강의는 LMS에 탑재하는 강의동영
상으로 진행된다. <르네상스의재발견>에서 각 주차 수업은 세 개의 차시로 나누어지며, 각 차시는 교
육부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기준’에 따라 25분을 넘기는 분량으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동원되는
Power Point 슬라이드의 수는 매 주차 15매, 매 차시 5-6매를 넘기지 않는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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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슬라이드 #5

슬라이드 #6

[그림 1]

• <르네상스의재발견>은 무엇보다 적절한 분량의 텍스트 읽기를 통해 진행하는 원칙을 가지나 영상 매체에
익숙한 오늘날의 대학생 세대에게 무작정 텍스트의 이해만을 강요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온라인 수업
은 속성 상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손쉽게 탑재하고 재현해 내는 수단이다. <르네상스의재발견>에서
도 르네상스 문화를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미지자료, 동영상자료, 웹사이트 등을 동원할 것이나, 이
역시 ‘책읽기’와 ‘사고하기’라는 기초교양교육의 본령을 넘어서지 않는다(<그림 1>).
5) 상호작용
• III에서 보았듯,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실재감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다. 그러므로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상호작용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수업은 교
수자와 학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며 많은 학생이 수강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수자가 학생들과 상호작용
하기 열악한 환경이므로 온라인 환경에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호작용 도구 활용방
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1)

공지사항

• 온라인 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면대면 수업에서보다 사전에 더 많은 약속을, 과정에서는 더 자주
진행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공지사항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면서 동시에 일차적인 글 읽
기 교육이 된다.

(2)

토론

• 토론이야말로 가장 온라인 수업을 온라인 수업답게 만들어주는 상호작용이다. <르네상스의재발견>은 앞
장에서 보듯 매 주차마다 온라인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교양기초 교과목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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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 연구진은 시행착오 끝에 온라인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오프라인 시험의 그것보다 더 끌어올리는 방법
을 찾아내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것, 예를 들어 20분 동안 40문제의 객관식, OX형,
단답형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업설계과정에서부터 시험보다는 퀴즈, 토론 등의 다양한 평
가항목들의 배점을 늘리는 것이 병행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4)

팀프로젝트

• 온라인 팀프로젝트는 소극적인 학습자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꾸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
다(박종선, 2009). 팀프로젝트는 과정이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상호작용이지만 교수자의 열
성만 있다면 교수자·학습자·학습자간에 진행되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될 수 있으며 기초교양교육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해 준다.

(5)

퀴즈

• 퀴즈는 실제 동영상강의를 학습하였으며 핵심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수
단이다. 일반적으로는 강의동영상을 얼마나 성실하게 듣고 이해하였나를 보기 위해 해당 주차의 내용을
대상으로 간단한 퀴즈를 출제하는 방법이 있다. <르네상스의재발견>은 매 주 4문항의 퀴즈를 진행한다.

(6)

기타 상호작용

• 통상 자유게시판은 어떤 내용, 어떤 형식의 글이든 다 용납하는 공간으로, 결코 만만하지 않은 온라인 수
업 수강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로 배려한다.
• 온라인 수업이라 할지라도 학기 중 한두 번 정도의 오프라인 수업은 필요하다는 것이 경험에서 얻은 결
론이다. 이 기회는 전시회 방문 등 현장체험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시험을 앞두고 복습하는 기회가 되기
도 한다. 오프라인 수업의 가장 큰 매력은 현실에서 교수자·학습자·학습자간의 상호접촉이다. 온라인공
간에서 메시지로만 접촉한 주체들이 현실공간에서 만나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동안 글로 만들어진
강한유대감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3. 평가 및 결과 환류
1) 학습평가
• <르네상스의재발견>의 교육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학습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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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및 글쓰기(토론)

20% 교육부 원격수업운영 지침에 따라 글쓰기는 출석에 통합

- 퀴즈 			

2% x 10회

- 팀프로젝트 		

20%

세션 10 교기원 세션

- 정기고사(에세이) 		

40%

- 가산점 			5%(회당 3% 이내, 최고 2회) 관련 학술대회 혹은 전시회 참여 후 보고서 작성,
제출 / 팀프로젝트 팀장활동
2) 강의평가
• 교육학 전문가들이 개발한 온라인 수업의 강의평가는 통상 아래의 모습을 가진다(박혜정 외 2006). 이 사
례는 계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발되어 실제 평가도구로 사용될 뿐 아니라 많은 대학이 벤치
마킹 한 것이다. <르네상스의재발견> 역시 유사한 도구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나 연구자는 이 도구가 기
초교양교육 교과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초교양교과목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평가 도구
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표 3> 온라인 수업의 강의평가 문항 사례
평가영역
강의구성/진행

평가문항
1. 강의는 수업목표 달성에 적절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2. 강의계획서와 강의내용 및 진행이 일치하였다.
3. 교수님은 학습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셨다.

교수자

4. 교수님은 질의응답과 토론을 활발하게 유도하셨다.
5. 교수님은 학습자들의 학습활동을 촉진하고 동기를 유발하였다.
6. 텍스트, 그래픽,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가상강의의 특성에 맞게 학습 내용이 설계되었다.
7. 강의는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었다.

평가/과제

8. 평가기준이 공정하고 사전에 학생들에게 명확히 설명되었다.
9. 과제물의 내용과 분량 및 난이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
10. 시험, 퀴즈, 과제물 등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11. 운영자는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충실히 하였다.

시스템/운영

12. 교수학습시스템은 가상강좌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사용이 용이했다.
13. 교수학습시스템의 접속과 자료의 전송속도가 적절하며 안정적이었다.

V. 제언
• 아리조나 대학교, 미네르바 대학 등 서구 선진국에서 대학의 혁신은 온라인 캠퍼스에서 시작되었다. 제
대로 된 학부교육은 무엇보다 리버럴아츠에 기초한 기초교양교육과정의 재인식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의 온라인 수업은 개별 대학의 교육과정이든 K-MOOC이든 그 시작부터가 온라인 수업이 나타난 역사
와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기 전에 정부재정지원사업 응모 혹은 평가 용 “실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기존의 모든 온라인 수업은 아래와 같은 검증을 통해 폐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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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의 학술성. 특히 기초교양교과목일 경우 기초교양교과목으로서의 적합성 검증(보편성, 학술성,
확장성)

-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법 진행 여부, 특히 교수자-학습자-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
여부 검증
- 콘텐츠의 주기적 업데이트 여부 검증
• III에서 보았듯, 온라인 수업에 관한 한 학습자의 인식은 제대로 된 온라인 수업의 정의와 학습 효용성과
는 크게 어긋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국내의 온라인 수업은 국내 고등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
제들이 다 모여든 결과이었다. 이는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나마 최근 기초교양교육은 최근 대학당국, 교수자, 학습자 사이에 인식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온
라인 수업은 기초교양교육 과정에서조차도 사각(死角)에 놓여 있었다. 온라인 수업의 정상화는 기초교양
교육의 정상화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수업 품질 인증제(accreditation)를 도입하기를 제안한다. 국내 온라인 수업의 대부분
이 교양교육 영역에서 진행됨을 볼 때,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 컨설팅> 지표에 온라인 수업을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 온라인 수업 진행부서, 온라인 수업 내용(콘텐츠의 학술성·보편성·확장성, 수강생 규
모, 상호작용의 질적 내용),

온라인 수업 플랫폼의 상호작용 지원 기능, 온라인 수업 지원체제 등을 골격으로

하는 컨설팅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팅이 인증제도로 발전할 경우,
해당 지침은 온라인 수업의 인증지침이 되고, 개별 대학의 온라인 수업 부서와 온라인 수업이 이 지침을
충족할 경우 특정 기간 동안의 ‘온라인 수업 개설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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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기초교양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연구”에 대해

황영미(숙명여대)
이 연구는 기초교양교육 내에서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설문 자료를 통
한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하는 양적이며 질적인 연구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콘텐츠 질 제고의 측면에서 다
양한 분석과 문제제기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의 개선 방향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몇 가지 전제와 의문
점을 통해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대학 내 기초교양교육은 교양필수 교과와 교양선택 교과로 구분돼 있다.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필수 교과 중 글쓰기나 말하기 관련 교과는 여러 분반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교재의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온라인으로 강의한다면 분반 간 차등이 생기게 되므로 교수자의 선택으로 몇 분
반만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현재 교양필수 교
과에서는 온라인 강의 등 새로운 교수법을 활용할 수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한편으로 교양필수 교과에 플립러
닝Flipped Learning을 진행하려면 전체 분반이 모두 함께 교과목 방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실제로 교양 필
수 교과 전체 분반을 플립러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학도 상당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초교양교육은 교양선택 교과목에만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첫 페이지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 대상교과목들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기초교양교과목들
이라는 점이다(박일우, 2011)’라고 언급한 부분은 기초교양교과목 중 교양선택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
각해도 될는지 모르겠다. 교양필수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 논의는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구분
한 지점에서 기초교양교육에서의 온라인 상황을 출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든다. 물론 대학
에 따라 교양필수를 몇 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여 그 중 2가지를 선택하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양필수 교과 중에서도 대형강의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발표자분들이 소속된 계명
대 타불라라사 칼리지의 기초교양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 1장에서는 ‘온라인 수업 교과목은 처음부터 교양교과목을 중심으로 개발·진행된 것이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몰이해와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몰이해는 불행히도 처음부터 궤를 같이 하여왔다.’라고 언급된 반
면 2장 3절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특징은 기초교양교육이 요구하는 교수학습법과 더 잘 부합된다.’라고 언급돼
있어서 상치되는 면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실제 개발한 교과목인 ‘르네상스의 재발견’의 평가에 있어서 팀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팀
으로 구성돼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팀프로젝트 시 기여를 하지 않는 무임승차 팀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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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열심히 기여하는 팀원의 불만이 많다. 특히 학생들의 설문의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더 쉽게 학점을 취득
하려면 집에서 편하게 듣는 온라인 강의’라는 인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이 무임승차를 할 때 이
를 평가 시 고려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대한 팀 자체평가서를 업로드하게 하더라도 정확한 평가가 어렵
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주차마다 온라인 토론을 할 때,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LMS에서 토론한 결과
를 평가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화가 돼 있지 않으면 평가도 어렵고 온라인에서는 역동적인 토론이 되
기 어렵다.
필자는 LMS에서의 토론이나 댓글의 양을 몇 자 이상으로 지정해 두고 지난 학기 사례를 성명을 지우고 참
고사례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더더욱 역동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우며 평가에 예민한 학생
들은 업로드하는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기초교양선택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유의해야 할 점이 많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정
확한 평가지표이다. 자세한 평가지표가 교수자의 발목을 잡을 때도 없지는 않지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
지표 개발이 학생들의 수업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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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0-2 대학 교양교육 통합과학 교재개발 연구

대학 교양교육 통합과학 교재개발 연구

정진수(충북대)

1. 서론
2016년에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이 현대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라 경고한다. 제4차 산
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의 그 어느 때 보다도 과학에 기반한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다. 과학과 기술
이 선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양교육에서도 기초과학교육을 강화시켜야 한
다. 특히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는 “과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서 문과와 이과로 구분된 절름발이 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다. 문과 학생들을 위한 과학적 소양 교육이 없
다면, 이들의 과학적 소양은 중학교 수준을 넘지 못한다. 개인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소
양을 교육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기성세대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국
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해야 한다. 세
계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학의 교육, 특히 교양 교육에서의 과학적 소양 교육을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기초교육 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과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기초과학 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학생이 문과이건 이과이건 모두 수강할 수 있는 통합형 교재
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교양기초 교육에서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모든 학생이 과학적 소양
을 함양하게 하고, 이를 통해 융합적·합리적인 사고력을 증진 시키고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과학 교육의 형태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미국 Texas A&M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 형태로
물/화/생/지의 각 분야를 단순히 합쳐 놓은 형태이다. 둘째는 경희대학교가 시행하는 자연과학 전반에 대한 통
합과학 형태이다. 셋째는 미국 Columbia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과학교육방식에서 완전히 탈
피한 과학적 방법론 및 사고방법을 훈련시켜 과학적 사고 습관을 기르기 위한 형태이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둘째와 셋째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둘째 방식은 기초과학 전반을 이해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방식은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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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표를 모두 갖춘 교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목표는 우선 이 두 가지 목표를 갖춘 교재의 초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교재는 기초과학 전반
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을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에 닥칠 수 있
는 문제를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론과 사고 습
관을 기르는 내용도 포함할 것이다.

2. 본론
첨단과학 영역에서는 기존의 파편적 분과학문 보다는 융합형 연구 및 사고가 매우 중요하므로, 과학을 통합
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자연과학 개론’과 같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을 순
서대로 단순 나열하는 분과적 교양과학으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교양인을 배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현
대 과학기술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선 과학적이며 비판적이고 분석적,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통합적인 과학 교육의 목표는 제대로 된 과학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과학적 이해도 향상을 통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우리 사회
의 진보를 이루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현대적 교양인 배양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
어야 한다.

2.1. 우리나라 과학 교양 교육의 현황
대학은 현재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에서 과학적 소양에 대한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대학에서 교양과
목의 자연과학 영역에서 개설하는 과목은 대부분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전공기초이고,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
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이과 출신 학생들을 위한 과학·수학 강의는 문과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양 교육의 현실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경우는 404 강좌 중 단 하나다. 그림 1은 41 개
대학, 총 404 개의 교양과학 강좌와 교과목의 이름과 개요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물화생지”로 표시한
171 강좌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각각의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개설된 강좌들이다. “융합 및 기타”
로 표시한 81 강좌는 인문사회학 혹은 예술과 접목된 형태다. 우리의 주 관심사인 “통합과학” 56 강좌는 과학
의 든 분야를 가르치는 과목들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아래에서 서술할 것이다. “과학기술” 45 강
좌는 과학만이 아니라 기술을 포함해서 가르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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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양과학 교과목 분포

통합과학으로 분류된 56 과목들의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하게 분류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강
의 제목과 개요는 통합과학의 형태라고 표방하였지만, 강의 계획서의 내용은 통합과학이 아닌 경우가 거의 전
부다. “분과적 자연과학 이해”는 물/화/생/지의 벽을 그대로 막은 채로 개별 학문의 내용을 단순히 병치시킨 형
태다. “생활속의 과학“은 생활 속에서 볼 수있는 가벼운 과학을 다루지만, 전체적인 조망은 없는 형태다. ”자연
과 인간“은 주로 자연과학에 인문학을 가미한 형태이고, “기타”는 그 나머지 형태의 과목들이다. 결국 통합적
자연과학의 이해를 가르치는 과목은 단 하나에 불과하다. 과학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
이 매우 많다.

[그림 2] 통합과학 교과목의 세부 분류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대학 사회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전공 교육’과 ‘교양 교육’ 사이의 칸막이 문화 때문이
다. 우리 대학의 전공 교육은 철저하게 전공 분야의 집중적인 기능 교육이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다. 나는 나
의 전공만을 가르치면 되고, 다른 전공자가 나의 전공 분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칸막이 문화는 단과대
학, 학과, 세부전공 사이에 어디에나 높게 쌓여 있다. 대부분의 교수는 이를 앞세워 전공 교육만을 전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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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을 앞세워 교양 교육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견고한 칸막이를 제거하지 못하면 대학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진정한 학문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2.2. 교재의 내용과 맥락
2018년 연구에서는 교양 자연과학 교과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연구했다. 다양한 분
야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과학자 이외에도 철학자, 과학철학자, 교육학자, 경제학자, 과학커뮤니티 활동가까지도
포함하여 Focused Group Interview(FGI)를 진행했다. 또한 수도권, 상위대학에 편중된 시선을 배제하고자 지
역별로 다양한 대학에 소속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FGI 결과, 통합과학의 필요성으로 많이 지적한 것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 사
회를 살아가기 위해선 과학적이며 비판적이고 분석적,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비전공자/전공자 모두를 위한 (분과 나열이 아닌) 체계적 통합과학 교육필요’, ‘현대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온 과학기술의 맥락적 이해’, ‘과학적(비판적/분석적/합리적/논리적)사고, 과학적 판단(정량화)는 현대 개
인의 필수 능력’ 등의 의견이 있었다.
통합과학의 교과목 목표로는 복잡 난해한 현대를 살아가는 교양인(지성인)으로써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과학적 사고의 습관화를 통하여
실생활 속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적 교양인이 되기 위한 소양(과학/인문/예술)을 갖춘다’, ‘과학기술 시대를 살기
위한 다양한 과학적 상식을 갖춘다’ 등이 있었다.
통합과학 교재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추천 받은 결과를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 다음 표 1이다. 가장 많
은 추천을 받은 내용은 ‘우주(별) 탄생/진화/구조’, ‘인류 문명’, ‘생명의 기원과 속성’, ‘과학/기술/문명’, ‘환경’ 등
이 있었다.
<표 1> 각 학문 영역 별로 교재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영역

내용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성, 과학의 관통개념, 과학적 실천, 과학사, 어림계산, 통계

우주

우주(별) 탄생/진화/구조, 태양계/천체 운동, 시간과 공간

지구

지구 구조 특징, 생태계, 기후변화

과학 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열역학 법칙

물질

원자, 분자, 화합물, 화학반응

생명

생명의 기원과 속성, 생명의 진화, 유전

기술, 공학 정보

인류 문명, 정보, 과학, 기술, 문명

특히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 학교별/학생별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는 지적과 함께, 각 수준별 몇 가지의 맞
춤형 교과안 및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선 스토리텔링 형식의 스토리라인를 선 구성하고 이에 따른 교과 내용 구성을 해야 효과적인 교육
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선 ‘전자책(e-book) 형태의 모듈
식 내용 구성’이 적절하다고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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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집필 방향
2019년도 연구에서는 집필진으로 기초과학의 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섭외했다. 각 분야에서 과학적 방
법론 및 최신의 과학기술의 전문가로 최근의 흐름을 알고 맥락과 핵심개념을 적절히 서술할 수 있는 분을 각
중분류 주제마다 다수의 후보를 선정하고, 연구진 회의에서 섭외 순서를 정하고 최종 집필진은 연구진 전원회
의에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13명의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섭외하였다.
원고의 구체적 구성, 집필진 구성, 집필가이드라인 구성/배포 후 집필진과 연구진과의 집필 워크숍을 개최했
다. 이 워크숍에 과제 진행방향 및 목적을 소개하고 교재 구성 및 교재의 활용방안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
졌다. 개발하고자 하는 교재가 교양과목인 점을 고려해 가능한 수식은 본문 중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외로 아주 단순한 방정식 정도는 본문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식은
박스, 각주, 부록 등의 형태로 본문과 분리해서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이 본
문을 읽을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의 순서를 재배치하였다. 가능한 근본 자연법칙 혹은 근본 자연현상(예를 들어 빅뱅)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형태로 순서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배열은 학생으로 하여금 과
학을 단순 지식의 나열 및 암기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키고자 함이었다. 궁극적으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자
연을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과학이 분과별 독립적인 학문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얼개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지시키고자 하였다.
<표 2> 각 학문 영역 별로 교재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영역

내용

과학의 본성

1. “과학”이란: “과학”의 의미, 과학/문명/문화/인류, 교양으로서의 과학
2. 과학적이란: “과학적”의 의미, 과학적 사고를 위한 훈련, 과학적 사고가 바꾼 문명

우주

1. 시간과 공간: 관성계와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4차원 시공간, 일반 상대성 이론과 우주,
우리 주변의 상대성 이론
2. 우주의 탄생과 진화: 빅뱅, 물질의 탄생, 우주에 대한 설명의 변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과학 법칙

1. 운동법칙: 물체는 왜 움직이는가?, 세상을 움직이는 다양한 힘들, 삶을 지배하는 힘
2.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와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에너지의 변환,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3. 열역학법칙: 열
 역학 제영법칙과 온도, 열역학 제일법칙과 에너지의 보존, 열역학 제이법칙과 엔트로
피의 증가

물질

1. 원자, 분자, 화합물: 원자의 세계, 주기율
2. 화학반응: 화학 결합, 분자 구조와 물질의 성질, 화학 반응, 생명의 화합물

지구

1. 지구 구조: 푸른행성 지구의 탄생, 지구시스템의 완성, 지구 내부의 순환, 지구의 운동과 격변
2. 지구환경: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위기, 기후변화 대응

생명

1. 생명의 기원과 진화: 다양성과 통일성, 창발성과 복잡계, 물질대사, 진화론, 돌연변이, 자연선택과
인공선택, 자연선택과 적응
2. 생명의 속성: 생
 명의 속성, DNA 이중나선구조, 중심원리, 멘델의 법칙, 유전, 세포분열과 감수분열,
DNA/유전자/염색체

기술, 공학 정보

1. 인류 문명을 이룬 기술: 불의 발견과 에너지 전환, 도구의 개발, 농경과 목축, 소재의 개발, 정보의
활용, 장거리 항해, 질병의 극복
2. 첨단기술로 보는 미래: 과학/기술/공학/사회, 21세기 첨단 기술, 인류세와 에너지 문제, 생명공학/
정보통신공학, 과학과 함께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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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과정에서 ‘과학 원리 설명 보다는 그 원리의 정립 과정을 설명’해 주십사고 부탁을 했다. 과학 원리를 세
상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고, 비전공자들은 세상의 사실들로 과학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편화된 지식이 아니라 과학적 맥락으로 설명’할 것도 부탁했다. 과학 원리나 개념들이 서로 어떻
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학생들은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다
양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과학 용어를 쉽게 설명’할 것도 부탁했다. 언론에
는 고등학교 까지 배우지 않은 과학 용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학
적 토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여러 명의 집필진의 글을 모아 놓으면 항상 문체가 달라서 가독성이 떨어지기 쉽다. 앞으로는 통일성이 있는
윤문 작업과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의 내용은 ‘모든 자연과학 영역의 지식을 전달하는 다양한 스토리라
인이 구성되었는가?’, ‘비판적 사고를 통한 과학 탐구력이 신장되는 내용이 있는가?’,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
고력이 연결되어 있는가?’ 등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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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대학 교양교육 통합과학 교재개발 연구”에 대해

박희문(충남대)
본 연구는 대학 교양기초교육 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과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기초과학 교재를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문과와 이과를 막론한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통합형 과학교육용 교재를 구성하는 것
입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이 선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양교육에서도 기
초과학교육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발표자의 주
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편, ‘통합과학’ 강좌 운영의 필수요소의 하나인 교재개발에 진력한 발표자를 비롯
한 연구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의 성공적인 개발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발표자는 통합교육의 형태를 ‘1) 물/화/생/지의 각 분야를 단순히 합쳐 놓은 형태’, ‘2) 자연과학 전반에 대한
통합과학 형태’ 및 ‘3) 기존의 과학교육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과학적 방법론 및 사고방법을 훈련시켜 과학적
사고 습관을 기르기 위한 형태’의 세 가지로 나누고, 2)와 3)의 교육 형태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였습
니다. 이 교재는 기초과학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을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학생들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문제를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론과 사고 습관을 기르는 내용도 포함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 함양’이라는 중등 과학교육의 목표에 합치하는 대학 교양과학
의 교육목적이 ‘미래과학자 훈련 (Training future scientists)’과 ‘미래시민 교육 (Educating future citizens)’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의견(조은희, 2016)”에 잘 부합하는 시도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 영역별
로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과학 원리 설명 보다는 그 원리의 정립 과정 설명’과 ‘파편화된 지식이 아니라
과학적 맥락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집필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개발된 교재가 두 가지 형태의 통합
교육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효과적인 ‘과학적 사고방법 훈련’은 학습
내용보다는 수업(또는 강의)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재를 ‘전자책’ 형태로 제
작한 측면은 수업 방식의 다양화가 가능하게 하는 시도로 보여 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양 자연과학 교과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과학자 이외
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Focused Group Interview(FGI)’를 진행하여, 통합과학을 통해 함양해
야 할 능력, 통합과학 교과목의 목표 및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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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요자인 학생 대상의 의견 수집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연
구자들이 ‘잠재적 수강생의 학력차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집필 방식’, ‘교재내용의 배치’, ‘언론에서 볼 수 있
는 과학 용어를 쉽게 설명하기’ 등 수요자 측면의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여
기서 제안하는 수요자 중심의 의견 수집은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주제(또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학생들
이 관심을 갖고 그 과학적 배경을 알고 싶어 하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사가
파악되면, 강의내용(또는 주제)의 도입부나 서술(설명) 과정에 수요자가 관심을 많이 갖거나 매스컴을 통하여 자
주 접하게 (사회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수강생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의 실체적 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니나, 본 연구를 통하여 실현 하고자하는 궁극적 목표인
통합과학교육의 성공적 운영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하여, ‘박진희’ 등은 “융·복합형 교과목의 학습 설계와 교수
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과학적 탐구기능의 습득과 과학적 태도 함양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과계열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실험실습과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대학과학교육의 범위와 과제, 2017).
이와 관련하여, 교재개발의 후속작업으로 강좌담당 교강사가 수업 준비 및 진행에 활용할 수 있는 ‘강좌운
영 지침서(가칭)’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한편, 수강생의 흥미유발 등을 위해 강의 운영 과정에 실험실습을 포함
시키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행/재정적 난제가 산적하므로, 각종 전자매체용 영상물로 제작된 실험
관련 동영상을 수집하거나 가상체험이 가능한 실험실습체험용 영상물 제작을 후속연구로 진행하여, 이번에 개
발되는 강의용 본교재의 부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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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인식 연구

김수연(인천재능대)

1. 서론
최근 국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의 역량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통해 기술 숙련도를 향상시켜 왔으며, 직
업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 이슈이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으로써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경쟁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 기준 전문대학의 비중은 24.5%(교육부 고등교육통계, 2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수요
중심의 직업교육을 특성화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전공교육을 통하여 직무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전문적인 직업
인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고, 따라서 교육과정은 전공교육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 즉 전문대학의 경쟁
력은 지식, 기술과 태도 즉 직무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양질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들이 전공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공교육을 통해 배양한
직무역량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원만희 외, 2017). 이는 전문대학이 미래 사회
및 산업구조 변화의 요구에 성실하게 반응해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들이 전공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강한 인재를 원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기업
은 그들이 조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역량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보경 외, 2010). NCS
와 같은 국가 단위의 직무 능력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 시행된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 수요 및 만족도 조사에서
인성, 책임감, 도덕성, 조직 의식,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등장해왔다. 특히
기업들은 전공 지식이나 실무 경험에 앞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NCS가 도입되고 교양 교육과정이 정리된 이후에 시행된 조사에서도 소통, 창
의, 문제해결 등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통해 강화되어야할 직무수행 핵심역량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지속
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펼쳐 질 새로운 경제사회적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토대 역량
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원만희 외, 2017).
직업과 직무의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특정 직무 및 기술에 국한된 역량이 아닌 모든 직업과 직무에서 토대가
되고 전이가능성이 높은 역량에 대한 요구는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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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의 흐름은 전문대학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이다. 전문대학은 특성상 교양보다 직무
역량 함양에 집중하는 전공교육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높으며, 2014년부터 NCS 기반 교육과정을 기초로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교양교과목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7813, 2019. 11. 21 검색)

전문대학은 특히 강사법의 시행으로 전공학점과 교양학점 간 배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2-3년의 짧은 수업연한의 전문대학은 평균적으로 4년제 대학의 졸업이수학점 120학점에 비해 2년제 80
학점, 3년제 120학점의 상대적으로 많은 졸업이수학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10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금을 동결해 왔고 강사법 시행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면서 졸업이수학점을
10학점 정도 가량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9031
2019. 11. 21 검색).

졸업이수학점 축소는 전공교육중심의 전문대학교육의 특성상 교양학점의 축소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예견을 가능하게 한다.
전문대학정책적 측면에서 교양교육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
다. 최근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교양교육의 목표, 가치 재정립에 대한 공유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양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자체 노
력을 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전공 직무중심 전문대학 교육이 처
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의 함양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교육패러다임이 전환된
사회 환경에서 전공교육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의 영역에서도 어떤 노력을 추가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인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이상은, 소경희, 2019).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전환, 역량 중심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와 학사제도의 변화 등 다
양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논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이지
원, 정원희(2013), 주현재(2013), 최미숙(2017), 권준원(2019) 등 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교학부서의 책임자(처장, 부처장)과 행정지원
실무자, 그리고 내용지원부서(교육과정센터 및 교수학습센터)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시점에서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교양교육지원체계와 역량 중심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등
교양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전국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인
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전문대학 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문제는 첫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의 졸업이수학점과 교양학점, 개
별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 설정 여부 등 교양교육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 정
도에 대한 인식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다. 셋째, NCS 직업기초능력 기반 교양교육
과정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포함하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
석한다. 넷째, 전문대학 교양교육 내용이 지향해야 할 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다섯째, 교양교
육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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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문대학에서 재직하고 있으면서 교양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와 실무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전담 부서인 교학처의 부서장과 실무자, 교양교육 내
용 관련 센터의 관리 부서장,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학처장(부처장) 77명(42.5%), 교학처 과
장 및 실무자 65명(35.9%), 교양교육 업무 담당 교육과정센터 및 교수학습센터의 센터장 39명(21.5%) 등 세 개
집단 총 181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 집단들은 대학별 1명만 응답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학
처장(부처장) 집단은 77개교로 전체 135개 전문대학의 57%, 교학처 실무자 집단은 65개교로 48%, 교육과정센
터 및 교수학습센터의 센터장 집단은 39명으로 29%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3개 집단의 대상자가 소속한 대학의 설립유형별 사립대학 174명
(97.8%),

국공립 4명(2.2%), 지역별 수도권 71명(39.4%), 비수도권 109명(60.6%), 규모별 1천명 미만 22명(12.2%),

1천명이상-3천명미만 53명(29.4%), 3천명이상-5천명미만 71명(39.4%), 5천명이상 34명(18.9%), 대학의 계열별
특성은 공학 85(48.6%), 자연과학(보건계열포함) 103(58.9%), 인문사회 68(38.9%), 예체능 23(13.1%), 기타 8(4.6%)
등이다.

2.2. 연구도구 및 연구방법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과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기입식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교양
교육의 현황에 대한 부분은 주현재(2013), 최미숙(2017)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되 현재 전문대학 현장에서 논쟁
이 되고 있는 교양교육지원체계와 교육내용,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성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구
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2019년 10월~11월에 실시하였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와 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지의 내용은 첫째, 대학의 졸업이수학점 및 교양학점, 개별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적(또는 목표) 설정 여부와 달성
정도 등 개별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5문항, 둘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 정도 3문항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 5문항, 셋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 5문항, 넷째,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핵심역
량 6가지와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된 미래 역량 등을 포함하여 10개 역량에 대한 중요도 10문항, 다섯째,
교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교양교육의 과제 2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교양교육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교양교
육 인식도, 역량에 대한 중요도 등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알아보고자 독립표
본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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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정보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학의 졸업이수학점과 교양학점 현황, 대학
의 교양교육 목표 설정 여부와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제시한다. 둘째, 전문대학 교양교육
의 정체성 확립 정도에 대한 인식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를 제시한다. 셋째, NCS
직업기초능력 기반 교양교육과정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포함하여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방향 전환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제시한다. 넷째, 전문대학 교양교육 내용이 지향해야 할 역
량의 중요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다. 다섯째, 전문대학 교양교육 관련 집단은 교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3.1. 연구대상자 정보
연구대상자 3개 집단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전체 181명으로 교학처장(부처장) 77명(42.5%),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65명(35.9%),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 39명(21.5%)이다.
<표 1> 연구대상자 집단별 빈도분석
부서

빈도

비율

교학처장(부처장)

77

42.5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65

35.9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

39

21.5

합계

181

100.0

연구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설립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응답자 178명 중에서 사립 174명
(97.8%), 국공립 4명(2.2%)이다. 대학소재지는 응답자 180명 중에서 수도권 71명(39.4%), 비수도권 109명(60.6%)이다.
<표 2> 연구대상자 소속 대학 설립유형 및 대학소재지
설립 유형

빈도

비율

소재지

빈도

비율

사립

174

97.8

수도권

71

39.4

국공립

4

2.2

비수도권

109

60.6

합계

178

100.0

합계

180

100.0

대학 규모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응답자 180명 중에서 1천명 미만 22명(12.2%), 1천명이상-3천명미만 53명
(29.4%),

3천명이상-5천명미만 71명(39.4%), 5천명이상 34명(18.9%)이다.

<표 3> 연구대상자 소속 대학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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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모

빈도

비율

1천명미만

22

12.2

1천명이상-3천명미만

53

29.4

3천명이상-5천명미만

71

39.4

5천명이상

34

18.9

합계

1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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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 계열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문항은 중복선택이 가능한 문항이다.
전체 응답빈도 287 중에서 공학은 85(48.6%), 자연과학(보건계열포함) 103(58.9%), 인문사회 68(38.9%), 예체능
23(13.1%), 기타 8(4.6%)이다.
<표 4> 연구대상자 소속 대학의 특성화계열
대학 특성화 계열

빈도

비율

중복응답 비율

공학

85

29.6

48.6

자연과학(보건계열포함)

103

35.9

58.9

인문사회

68

23.7

38.9

예체능

23

8.0

13.1

기타

8

2.8

4.6

합계

287

100.0

164.0

3.2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졸업이수학점과 교양학점, 대학의 교양교육 목표 설정
여부와 개별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제시한다.
학제에 따른 대학의 교양, 전공, 졸업 이수학점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교양 이수학점은 교
양필수, 교양선택, 직업기초능력으로 세분화하였다. 2년제 대학의 교양필수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78, 최대값
은 24, 평균은 3.59, 표준편차는 3.43, 교양선택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105, 최대값은 24, 평균은 6.43, 표
준편차는 3.94, 직업기초능력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55, 최대값은 14, 평균은 4.02, 표준편차는 2.96이다. 2
년제 대학의 전공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106, 최대값은 90, 평균은 58.30, 표준편차는 11.93이며, 졸업 이수
학점의 응답빈도는 135, 최대값은 80, 평균은 74.04, 표준편차는 8.54이다. 2년제 학과의 경우, 교양학점(교양
필수, 교양선택, 직업기초능력)의

평균값의 총합은 약 14학점이고, 졸업이수학점 평균값은 74학점으로 교양학점 비

율이 19%에 해당한다.
3년제 대학의 교양필수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71, 최대값은 13, 평균은 4.20, 표준편차는 3.36, 교양선택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96, 최대값은 20, 평균은 8.71, 표준편차는 3.98, 직업기초능력 이수학점의 응답빈도
는 50, 최대값은 14, 평균은 4.00, 표준편차는 3.05이다. 3년제 대학의 전공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90, 최대
값은 117, 평균은 86.49, 표준편차는 16.81이며, 졸업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116, 최대값 130, 평균 110.91,
표준편차는 13.63이다. 3년제 학과의 경우, 교양학점(교양필수, 교양선택, 직업기초능력)의 평균값의 총합은 약 16학
점이고, 졸업이수학점 평균값은 110학점으로 교양학점 비율이 15%이다.
4년제 대학의 교양필수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181, 최대값은 25, 평균은 1.53, 표준편차는 4.07, 교양선
택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64, 최대값은 27, 평균은 16.31, 표준편차는 7.92, 직업기초능력 이수학점의 응답
빈도는 26, 최대값은 14, 평균은 4.15, 표준편차는 4.08이다. 4년제 대학의 전공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56,
최대값은 132, 평균은 97.86, 표준편차는 23.27이며, 졸업 이수학점의 응답빈도는 77, 최대값은 144, 평균은
128.13, 표준편차는 23.86이다. 4년제 간호학과의 경우, 교양학점은 25학점이 필수이고, 졸업이수학점 평균값
은 128학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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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제별 교양학점, 전공이수학점, 졸업이수학점
학제

2년제

3년제

4년제

구분

응답자 수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양필수

78

24

3.59

3.43

교양선택

105

24

6.43

3.94

직업기초능력

55

14

4.02

2.96

전공 이수

106

90

58.30

11.93

졸업 이수

135

80

74.04

8.54

교양필수

71

13

4.20

3.36

교양선택

96

20

8.71

3.98

직업기초능력

50

14

4.00

3.05

전공 이수

90

117

86.49

16.81

졸업 이수

116

130

110.91

13.63

교양필수

181

25

1.53

4.07

교양선택

64

27

16.31

7.92

직업기초능력

26

14

4.15

4.08

전공 이수

56

132

97.86

23.27

졸업 이수

77

144

128.13

23.86

교양교육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2019학년도 기준으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문항은 구체적으로 우리대
학은 ‘교양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교양교육과정 전담 부서(조직)가 개설되어 있다.’ ‘교양학점
최소 이수기준은 적절하다.’ ‘다양한 교양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전임교원 및 강사 대상 교양교육과
정 및 교수법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이며, 5단계 Likert 척도이다. 5개 문항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임교원 및 강사 대상 교양교육과정 및 교수법 연수 지원 교차분석 결과, X2 = 22.007, p = .005으로 유의수
준 .05에서 연구대상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는 ‘보통’ 24명(37.5%), ‘그러함’
21명(32.8%)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는 ‘보통’ 13명(33.3%), ‘그러함’ 12명(30.8%), 교학처장
(부처장)은

‘그러함’ 41명(55.4%), ‘보통’ 22명(29.7%)이 가장 많았다.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5문항 전체에 대한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의 평균은 16.67, 표준편차는 2.87, 교육과
정센터/교수학습센터의 평균은 16.79, 표준편차는 3.58, 교학처장/부처장의 평균은 18.37, 표준편차는 2.58이
다(<표 6>). 대학의 교양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6>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대상자별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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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교육과정센터/
교수학습센터

교학처장(부처장)

합계

평균

16.67

16.79

18.37

17.42

표준편차

2.87

3.58

2.58

3.02

사례 수

64

39

75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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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부서

119.221

2

59.610

6.954

.001

오차

1500.015

175

8.572

합계

1619.236

177

분산분석 결과, F=6.954, p=.001로 유의수준 .05에서 대상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8>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연구대상자 구분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vs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

-0.12

.595

.979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vs 교학처장(부처장)

-1.70

.498

.004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 vs 교학처장/(부처장)

-1.58

.578

.026

연구대상자에 따른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교학처 과장 및 실무
자 집단이 교학처장(부처장) 집단에 비해 1.70점 낮았으며(p=.004),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 집단이 교학처장
(부처장)

집단에 비해 1.58점 낮게 나타났다(p=.026).

3.3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 및 교양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로 확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교양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집단 간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양교육 정체성 확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3문항을 구성하고, 연구대상자 집단 차이 분석
을 실시하였다. 3문항은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이념이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로 인하여 교양교육 정체성이
대체로 미확립 상태이다.’ ‘교양교육의 필요성 및 교양교육의 목적 확립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지만 교양교육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교차분석 결과, 교양교육의 기대 대비 개선 부족에 대한
인식에서 X2 = 19.901, p = .011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연구대상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학처 과
장 및 실무자는 ‘그러함’ 42명(65.6%), ‘보통’ 17명(26.6%)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는 ‘그러함’
29명(74.4%), ‘매우 그러함’ 5명(12.8%), 교학처장(부처장)은 ‘그러함’ 41명(53.2%), ‘보통’ 20명(26.0%)이 가장 많았다.
교양교육 정체성 미확립 정도에 대한 3문항 전체의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평균은 10.56, 표준편차는 1.75,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의 평균은 11.18, 표준편차는 2.04, 교학처장(부처장)의 평균은 10.82, 표준편차는
2.05이었다(<표 9>). 교양교육 정체성 미확립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1.223, p=.297로 연구대상
자에 따라 교양교육 정체성 미확립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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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양교육 정체성 미확립 정도에 대한 연구대상자별 평균 및 표준편차
연구대상자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교육과정센터/
교수학습센터

교학처장(부처장)

합계

평균

10.56

11.18

10.82

10.81

표준편차

1.75

2.04

2.05

1.95

사례 수

64

39

77

180

교양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5문항을 구성하였다. 5문항은 ‘전문대학에
서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 전담부서(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전문대학 교
육과정에서 교양교육 시수 확대가 필요하다.’ ‘다양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확대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교직원
대상 교양교육과정 및 교수법 연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로 구성하였으며, 5문항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교양교육 시수 확대 필요성 문항에서 X2 = 19.424, p = .01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연구대
상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는 ‘보통’ 28명(43.1%), ‘그러함’ 18명(27.7%), ‘그렇지
않음’ 13명(20.0%) 순으로 많았으며,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는 ‘그러함’ 15명(38.5%), ‘보통’ 14명(35.9%), 교학
처장(부처장)은 ‘보통’ 30명(39.5%), ‘그렇지 않음’ 23명(30.3%), ‘그러함’ 13명(17%) 순으로 많았다.
교양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 5개 전체 문항에 대한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의 평균은 18.38, 표준편차는
3.37,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의 평균은 20.51, 표준편차는 3.24, 교학처장(부처장)의 평균은 18.57, 표준편
차는 3.50이다(<표 10>).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으며, 분산분석 결과, F=5.489, p=.005로 유의수
준 .05에서 연구대상자에 따라 교양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양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표 12>), 유의수준 .05에서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집단이 교육과정
센터/교수학습센터 집단에 비해 2.13점 낮았으며(p=.010),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 집단이 교학처장(부처장)
집단에 비해 1.94점 높게 나타났다(p=.016).
<표 10> 교양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대상자별 평균 및 표준편차
연구대상자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교육과정센터/
교수학습센터

교학처장(부처장)

합계

평균

18.38

20.51

18.57

18.92

표준편차

3.37

3.24

3.50

3.48

사례 수

65

39

77

181

<표 11> 교양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부서

126.932

2

63.466

5.489

.005

오차

2057.985

178

11.562

합계

2184.917

180

<표 12> 교양교육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연구대상자 구분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vs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

-2.13

.689

.010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vs 교학처장(부처장)

-0.19

.573

.948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 vs 교학처장(부처장)

1.94

.66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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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양교육의 방향성
교양교육 방향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대상자 집단 간 차이를 분
석하였다. 교양교육 방향 전환의 필요성 관련 4문항은 ‘4차산업혁명 대비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
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양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교육이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비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로 구성하였다. 4문항별 교차분석을 한 결과, ‘전문대학 교양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양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교육이다.’ 문항에서 X2 = 15.916, p =
.044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연구대상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는 ‘보통’ 25명
(39.1%), ‘그러함’ 20명(31.3%)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는 ‘그러함’ 21명(53.8%), ‘매우 그러함’

11명(28.2%), 교학처장(부처장)은 ‘그러함’ 39명(50.6%), ‘보통’ 18명(23.4%)이 가장 많았다.
교양교육 방향 전환의 필요성 4개 문항 전체에 대한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의 평균 14.58, 표준편차 2.35,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의 평균 16.05, 표준편차 2.08, 교학처장(부처장)의 평균 15.17, 표준편차는 2.54이
다(<표 13>). 교양교육 방향 전환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F=4.648, p=.011로 유의수준 .05에서
교양교육 방향 전환의 필요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4>). 연구대상자에 따른 교양교육 방향 전환
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표 15>), 유의수준 .05에서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집단이 교육과정센터/
교수학습센터 집단에 비해 1.47점 낮게 나타났다(p=.011).
<표 13> 교양교육 방향 전환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연구대상자별 평균 및 표준편차
연구대상자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교육과정센터/
교수학습센터

교학처장(부처장)

합계

평균

14.58

16.05

15.17

15.15

표준편차

2.35

2.08

2.54

2.43

사례 수

64

39

77

180

<표 14> 교양교육 방향 전환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부서

52.638

2

26.319

4.648

.011

오차

1002.312

177

5.663

합계

1054.950

179

<표 15> 교양교육 방향 전환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연구대상자 구분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vs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

-1.47

.483

.011

교학처 과장 및 실무자 vs 교학처장(부처장)

-0.59

.403

.343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 vs 교학처장(부처장)

0.88

.468

.172

‘전문대학 교육과정 전반에서 NCS 직업기초능력을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과정이 유지되어야 한다.’에 대한 빈
도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응답자 180명 중에서 전혀 그렇지 않음 25명(13.9%), 그렇지 않음 51명(28.3%),
보통 53명(29.4%), 그러함 39명(21.7%), 매우 그러함 12명(6.7%)으로, ‘보통’을 제외하고,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2.2%,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4%로 유지에 대한 반대가 13.8%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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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X2 = 8.179, p = .416으로 대상자에 따른 NCS 직업기초능력 기반 교양교육과정 유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6> NCS 직업기초능력 교양교육과정 유지의 필요
NCS 직업기초능력 교양교육과정 유지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음

25

13.9

그렇지 않음

51

28.3

보통

53

29.4

그러함

39

21.7

매우 그러함

12

6.7

합계

180

100.0

3.5. 전문대학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 역량에 대한 중요도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반영해야 할 미래 역량은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
6가지를 포함하여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한 미래 역량(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
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인문학적 역량, 도전 역량, 변혁적 역량, 글로벌 역량)

등 10개로 구성하였다. 미

래 역량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과장 및 실무자 평균 38.70, 표준편차 5.92, 교육과정센터/교수학습센터의 평균
39.49, 표준편차 4.70, 교학처장(부처장)의 평균 39.63, 표준편차 5.22이다. 역량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평균은
39.27, 표준편차는 5.36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F=0.553, p=.576으로 연구대상자에 따라 미래 역량의
중요도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6. 교양교육의 발전 및 활성화 과제
첫째, 전문대학 전체 차원에서 교양교육 발전을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최대 3개까지 다중응답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빈도 443개 중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대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125(72.3%), 교양교육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91(52.6%), 대학 설립 이념 구현을 위한 교
양교육 운영의 자율성 강화 70(40.5%), 교양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 56(32.4%),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전문대학 평가 지표에서 교양교육 관련 비중 확대 50(28.9%), 체계적인 교양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충분한
학점 확보 50(28.9%)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차원에서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최대 3개까지 다중응답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빈도 450개 중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 80(46.5%),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및 교수 역량 강화 74(43.0%), 총장을 비롯한 대학 경영진의 교양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 70(40.7%), 교직원들의 교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59(34.3%), 대학 내 교양교육 운영조직 설
립 53(30.8%), 교양교육 관련 운영정책(규정, 지침) 및 운영체계(관련위원회, 환류체계)의 마련 46(26.7%),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교원 확보 37(21.5%), 폐과 교원 발생 시 교양과목 담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역량개발 지원 30(17.4%)의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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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교학부서의 책임자(처장, 부처장)과 행정지원실무자,
그리고 내용지원부서(교육과정센터 및 교수학습센터)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시
점에서 교양교육 현황, 교양교육지원체계의 필요성과 교양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의 졸업이수학점과 교양학점 조사 결과, 교양학
점의 비율이 15~20% 수준으로 7~13개 교과목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원만희 외(2017) 연구에서 제안한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계가 원하는 전공 지식이나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타당한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해서 교학처장들은 내용지원부서장들에
비해 개별 소속대학의 교양교육현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점 또한 흥미로운 결과이다.
둘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내용지원부서장들의 필요
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2개 집단의 인식수준은 유사했다. 특히 교양교육 시수 확대에 대해 교
학처장들은 내용지원부서장들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만큼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문대학에
서 교양교육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집단 간에 교양시수 확대에 대한 상반된 경향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심
층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NCS 직업기초능력 기반 교양교육과정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3개 집단 총합 결과, 유지하지 않아야 한
다는 의견이 42.2%로 유지 의견(28.4%)보다 13.8%p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교양교육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교육
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역량기반 교육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인식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대
학교육 체계 내에서 교양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왔다. 이러한 연유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계 수
요와 현재의 전문대학 인재 교육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직무역량 평가 강화, NCS
도입 등 직무 중심의 채용이 확산되었지만, 현업에서 인사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책임감, 성
실성, 대인관계, 전문성과 주인의식 등이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책임감과 성실성이 강하
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원만희 외, 2017). 이와 같은 부
조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산업계의 실질적 역량 수요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전문대학과 산업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
양교육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방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중심의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기
업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강력하게 요구된다.
넷째, 전문대학 전체 차원에서 교양교육 발전을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로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
문대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72.3%로 나타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문대학은 전공 교육을 강화하
는 과정에서 교양교육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으며, 그 원인은 교양교육을 직업교육이나 전공교육과 대비
되는 교육으로 이해하거나 전문직업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적 교육 또는 예비교육정도로 인식해 온 탓이다(남성
희, 2003; 원만희 외, 2017).

이제 전문직업 전공교육과 교양교육 간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교

양교육은 다양한 전문 지식을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토대적 소양을 기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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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각 전문분야들의 지식을 폭 넓고 깊이 있는 안목 아래에서 조망하고 연결시켜주는 다면적 사고력, 즉
‘지적 연결지평’을 제공할 수 있다(원만희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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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인식 연구”에 대해

황지원(부천대)
먼저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
만 전문대학에서의 교양교육에 대해 나름 최선을 다해 고민해 왔으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러
한 기회가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를 수행하고 진행해 주신 연구자께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론자로서 본 연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중
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앞 부분 사족이 길었던 이유는 토론의 내용이 저의 관심과 애정에서 비
롯한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차원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차츰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자께서 잘 지적해주셨다고 생각합
니다. 입버릇처럼 언급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도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장 타
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전문대학이 길러내 온 인재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른바 고숙련 중견 전
문직이라고 하는 직종은 산업사회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직종이었고,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
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숙련 중견 전문직이라는 자리는 AI로 대체되기에 가장 적절
한 자리라고 이야기됩니다. 전문대학의 위기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처럼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교양교육의 강화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 저 역시 동감합니다.
이제 직업을 수차례 바꾸고 사는 삶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전문 기술만을 잘 배워서 먹고 사는 일은 단기적
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학생의 긴 생애를 생각한다면 일견 무책임한 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평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어디에서는 ‘역
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생학습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교양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습
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고등사고력과 비판능력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전공
기술의 전수를 통해서는 길러지기 어려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교양이 찬밥 신세에 머무르는 것은 시대적으로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대학에서 교양은 마치 전공이 아닌 모든 학점 교과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치
부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쉬어가는 페이지로 기능하거나, 전공의 기초과목을 교양이라는 이름으
로 수행하거나(직업기초능력 포함), 학생의 수요를 무조건적으로 반영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루어져 왔습니다. 연구자가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신 것처럼 전문대학에서 교양의 의미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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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토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자료는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 교
양교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이기 때
문입니다. 정확히 몇 개의 학교가 참여하였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전문대학이 참
여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료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연구 차원에서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양교육 영역에서 계량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현실 속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목으로만 보자면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로 들어가면 전체적인 구조나 현황을 보여주기보다
는 집단 간 차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연구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현황 연구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현황을 담백하게 보여
주는 연구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집단 간 차이 분석은 연구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
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단 간 차이는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문항의 결과나 문항 간 비교 등의 핵심적인 기
초정보는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센터장이 교양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언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많
은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장이 교양교육을 겸직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학습센터
장을 교양교육 전문가나 담당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표 5>에서 제시된 정보에는 누락된 정보가 있습니다. 최솟값이 제시되어야만 최댓값과 함께 범위(range)로
서의 통계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평균과 표준편차만 가지고는 그러한 정보의 재구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
니다. 특히 교양 이수학점과 같은 정보는 각 대학별 최솟값부터 최댓값의 제시와 더불어 그 분포의 경향도 매
우 중요한 현황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황에 대한 질문에서 5개의 문항을 제시한 후 이 문항을 통합하여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 결과
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개의 문항을 사용한 의미가 퇴색되고, 많은 정보가 사장되게 됩니다. 실제
로 통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요인구조를 제시하거나, 최소한 신뢰도 정보를 제시해야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시한 잠재변인들은 그 하부 문항들의 내용이 과연 동질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
문이 드는 문항들입니다.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해서 값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현황정보가 됩니다. 예를 들
어 교양교육과정 전담부서가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했는지, 교양학점 최소 이수 기준
이 적절하다에 대해서 어떤 응답 분포를 보이는지 등이 그 자체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줄글로 몇 개의 항목만 제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교차분석 결과제시에 사용
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각 항목별로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표만 보고서도 알 수 있게 제시하고, 그 중
연구자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항의 경우 Likert 5단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니, 교차분석을 완전히 제시할 것이
아니라면 5점 척도로서의 기술통계값을 제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추해보건대, 교양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평균 3.48, 교양교육 정체성 미확립에 대해서는 3.60, 교양교육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3.78 정도로 보입니다. 각 문항의 전체 평균과 문항별 차이의 비교, 그리고 수도권/비수도권의 비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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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따른 비교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고, 더 나간다면 교양교육전담기구 유무에 따른 비교,
교양 교육목표 유무에 따른 비교 등이 제시된다면 자료의 더 나은 활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간단한 내용들로는, 중복 문항에 대한 제시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전체 사례 수에서 해당 항목의 응답 비율
을 활용하는데 비해 일반적이지 않은 제시 방식이 사용되어 혼동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 중 독립표본 t검정은
사용된 적이 없으며, 2. 연구방법의 ‘연구대상’과 3. 연구결과의 ‘연구대상자 정보’는 중복으로 수정이 되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 중 연구자께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좋은 자료를 빛낼 수 있
는 좋은 연구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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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수현(동아방송예술대)

1. 서론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역량’이 중심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역량’이라는 개
념은 본래 직업 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을 의미했으나, 1997년 OECE의 DeSeCo 프로젝
트를 계기로 인간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소경희, 2007:2). 대학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
기 시작한 것은 2010년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출범부터이다. ACE사업은 대학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이었다. 대학교육에서 역량
은 주로 교양교육이나 비교과 교육에서 논의되었다. 특정 분야의 지식을 함양하는 전공역량과 범 직무분야에
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ACE사업 출범 후 많은 대학이 교양교육 전담기
구를 설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학교육에 역량이 도입되고 재정지원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성과를 거
두었다. 플립 러닝이나 학습공동체 같은 수업방식의 도입이나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은 ACE사업의 대표적 성
과라 할 만하다(김미란 외, 2017:49).
그런데 이러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은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문대학은 ‘전문직업
인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으로 인해 교양교육보다 전공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대신 전문대학은 국가직무능
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왔다. 이 역시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의 시행에 따
른 것이었는데, 현재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NCS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학혁
신 지원방안’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 2019.08).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대학의 특성을 살린 역량기반 교육을 통한 질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문대학과 일반대학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전문대학 일반대학 구별 없이 모든 대학이 대학의 특성을 반
영한 ‘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품질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
라 많은 전문대학들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교양교육과정 개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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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D대학 사례를 통해 전문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의 개발에 있어 하나의 방향성을제시하는 글이
다. 일반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편이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처
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교육과정
개발에 이 글이 하나의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핵심역량과 NCS 직업기초능력
OECE의 DeSeCo 프로젝트에서 말한 ‘역량’은 특정 직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삶에 대처하기 위
해 필요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DeSeCo 프로젝트는 많은 역량들 중 인간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을
추출했는데, 이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역량이 아니라 삶의 맥락에 걸쳐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일반적인(generic)
성격의 것이다(소경희, 2007:6-7). 이러한 ‘역량’은 학교 교육체제를 직업화하고 전통적 자유교육을 평가절하 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논의되다가 2010년대에 이르러 대학교육에 도입되었다. 건학이념, 교육목표, 인재상에
부합하는 대학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수행하는 전공교육보다 일반적・
보편적 교육을 수행하는 교양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역량기반 교육이 개인이 지닌 특성, 지식, 기술 등
을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교육을 통해서 가능
하기 때문이다. 역량기반 교양교육은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진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
어야 하며, 이는 학문탐구와 직업교육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통합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이숙정・이수정,
2017:14).

그런데 전문대학의 경우 NCS 직업기초능력과 역량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업기초능력은 ‘직종
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공통된 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
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10개 영역으로 분류된다. 현
재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직업기초능력을 교양필수나 전공기초로 구분하고 별도의 교과로 편성하고 있다. 이러
한 직업기초능력과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은 어떻게 다른가? 언뜻 생각하면 동일
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역량은 직업이나 직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핵심역량에는 그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필요
한 직업기초능력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직업기초능력 교과를 포함하여 대학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교과를 종합적으로 개발・편성해야 할 것이다.

2.2.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따른 문제점
전문대학은 짧은 수업연한 속에서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전공중심의 교육을 진행해왔
다. 물론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여 교양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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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17개교만 보더라도 교양교육 전담기구가
있는 대학은 7개교에 불과하고, 교양이수학점이 전체졸업학점의 평균 11.9%라는 것(권준원, 2019:433)은 전문대
학 교양교육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대학의 교양교육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관한 논의 역시 대부분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는 주현재(2013)가 거의 유일하고, 최근에야 권준원(2019)
이 WCC 17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발전방향을 탐색한 논의로 전은
실・이로미(2010), 최미숙(2017), 최윤경(2017)을 들 수 있다. 전은실・이로미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선
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속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최미숙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양성에 선행되어야 할 교육임을 강조하고, 소속 대학의 교양
교육에 대한 요구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최윤경은 전공 중심의 전문대학 교육이 직무수행능력을 넘어 직업기
초능력을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부재, 졸업학점 대비 낮은 교양이수학
점 등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지금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새롭게 도약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D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사례
경기도 수도권에 위치한 D대학은 편재정원 3,000여 명의 소규모 전문대학이다. 작은 규모에 짧은 역사(1997
년 개교)를

지녔음에도 SCK, WCC, LINC+ 등을 포함하여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D대학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교양학부를 설치해 교양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임교
원 12명, 겸임교원 5명, 강사 16명이 소속되어 있고, 교양교육관련 위원회(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교양교육정책수립
위원회, 교양교육품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2020학년도 교양졸업이수학점은 총 18학점(졸업학점 대비 16.4%)이다.

D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는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ADDIE 모형을 따랐다. 여기
에서는 ‘분석-설계-개발’ 단계에서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3.1. 핵심역량에 따른 교양교육목표 및 정책 수립
D대학은 ‘방송예술 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 핵심역량을 ‘창의융합역량’, ‘지식탐구역량’, ‘협업역량’, ‘글로벌리더십역량’으로 설정하였다. D대학의 핵심
역량 및 하위역량은 다음과 같다.
<표1> D대학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핵심역량

정의

하위역량

창의융합역량

유연한 사고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논리적 사고, 창의성,
융합능력, 문제해결력

지식탐구역량

인문학적 소양 및 예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직무를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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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전문지식, 인문학적 소양,
예술성, 자기주도학습능력

협업역량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에서 공감, 배려, 갈등관리
등을 통해 타인과 협업할 수 있는 역량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시민의식

글로벌리더십역량

외국어능력과 다양한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방송예
술콘텐츠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글로벌마인드, 리더십
외국어능력, 다문화이해능력

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시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양교육목표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흔히 교양교
육목표를 대학 교육목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대학의 교육목표는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을 총합하여 대학의 인재상 구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교양교육목표는 교양교과
의 내용을 선정, 조직, 시행,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교양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교양교육과정의 가
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윤유진・이연주, 2018:263).
D대학은 대학의 사명,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교육목표 수립을 위해 외부환경, 내부역량, 경쟁대학 분석
등을 통해 교양학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를 도출(SWOT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인재상 및 교육목
표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학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목표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그림2] D대학 교양교육목표와 대학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 간 연계성

교양교육목표를 설정했다면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교육과 연계된 교양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직업기초능력과 기초학습능력 및 교양교육 운영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의 중요한 평
가요소이다. 또한 대학 핵심역량 및 교양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양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교양교육
정책의 수립은 필요하다. D대학은 교양교육정책수립위원회를 통해 4C기반 교수법 확대, 기초소양교육 강화, 직
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외국어 수월성 교육 등의 교양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중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 중 학과별로 1~2개 영역을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그 외 영역을 교양선택 교과
로 개설하였다. 직업기초능력 교양필수 교과(1~2개)는 학과별 산업체 설문을 통해, 교양선택 교과(7개)는 학과별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매학기 간담회를 통해 직업기초능력 교육의 질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한 교수학습
지원센터와 교육혁신센터 주관의 직업기초능력 비정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초학습능력
교육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언어능력(국어, 영어) 수준 진단 및 향상 교육 운영 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 기초학
습능력 향상 교육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시행하지만 기초학습 관련 교육자료 개발은 교양학부에서 전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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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개별 상담코칭은 교양학부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진행하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은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므로 일정부
분 교양교과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D대학은 외국어(영어, 중국어) 교양교과를 수준별로 나누어 기초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을 배려하였고, 자기주도학습 코칭을 위한 학습전략 검사를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3.2. 교양교육영역 설정 및 교과목 도출
역량기반 교양교육목표와 정책 수립 후에는 교양교육영역을 설정하였다. 일반대학이 공통교양, 핵심교양,
전공관련교양 등으로 교양교육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문대학은 교양교육목표에 따라 체계적으
로 교양교육영역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윤경, 2017:530). 하지만 교양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전인적 교육이므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는 교양교육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D대학은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교양교육영역을 새롭게 설정
하였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표준안’1)을 적용하되,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영역을 아래와 같
이 분류하였다.
<표2> D대학 교양교육영역 및 핵심역량 연계성
교양교육영역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

영역정의

대학 핵심역량

의사소통

외국어, 말하기 등 보편적 소통능력

직업기초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

창의융합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창의융합역량

인간과 세계에 대한 탐구와 이해능력

지식탐구역량

인문학
인성
자기개발

글로벌리더십역량
지식탐구역량, 협업역량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협업역량, 글로벌리더십역량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

창의융합역량

교양교육영역 설정 후 핵심역량과 하위역량 정의 및 행동지표2) 등을 고려하여 교양교과목을 도출하였다. 교
과목 도출 시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교과는 폐지하고 개설 희망 교과는 역량기반으로 신설하는 등 학생
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교과목 도출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D대학 역량별 교양교과목 도출(일부)
교양교육영역

대학 핵심역량

의사소통

글로벌리더십역량

직업기초

지식탐구역량

하위역량
외국어능력
글로벌마인드
전공전문지식
자기주도학습

교과목명

학점(시수)

프레젠테이션 영어

2(2)

컴퓨터활용 정보능력

3(3)

1) 한
 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한 ‘교양교육표준안’은 3개 대영역(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과 15개 세부영역(학문분야별
영역 기준)으로 분류된다(http://konige.kr/sub02_08.php).
2) ‘행동지표(Behavior Indicators)’는 일정한 교과목의 학습 또는 수업단위가 끝날 때 학습자에게 발생하거나 습득·성취되기를
기대하는 학습 성과를 행동적 용어로 기술한 행동목표를 지표화한 것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김수연 외, 2019: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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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

창의성

창의융합역량

융합능력

융복합 문화예술의 이해

3(3)

사회봉사와 재능기부

2(2)

인성
인성

협업역량

대인관계
시민의식

교과목 도출 후에는 외부전문가(산업체인사)를 포함한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역별로 의사소통 10개, 직업기초 7개, 인성 5개, 자기개발 11개, 창의융합 11개, 인
문학 19개 등 총 63개 교과목을 최종 도출하였다.

3.3. 역량기반 교과목 교수학습 설계
역량별 교양교과목을 최종 도출하고 교양교육과정 로드맵까지 구성한 것으로 교양교육과정 개발이 끝났다
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은 개별 교과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까
지 역량 중심으로 설계한 후에야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량기반 교수학습 설계와 전통적 교수학습 설계의
가장 큰 차이는 교육목표 수립과 연계하여 평가 설계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역량기반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목표-평가방법-교육내용-교수학습방법 간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수연 외, 2019:98).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행동적 용어로 표현하는데 역량별 행동지표를 고려하여 작성한
다. 행동지표를 교과내용에 맞추어 역량 성취목표로 수정하여 기술하였다.
<표4> D대학 역량기반 교육목표 작성 사례
교과명

핵심역량

창의융합
역량
동서양
신화
지식탐구
역량

하위역량

행동지표

교육목표

창의성

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의 현상을 탐
색한다.

1. 그리스로마신화와 한국신화를 다양한 관점에
서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다.

융합능력

나는 다양한 정보를 융합해서 새로운 방
안을 탐색한다.

2. 신화의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이야기
를 기획할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

나는 인문학 분야에 대해 토론하거나 관
련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그리스로마신화와 한국신화에 대해 토론하거
나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스
스로 추진하는 방법을 안다.

4. 프
 로젝트 과제의 추진방법을 스스로 찾아 수행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평가는 하위역량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역량기반 교수학습 설계에서는 해당
역량에 대한 성취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조직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물론 특정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역량을 함양해가는 과정
에 초점을 둔 교수법과 평가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하나의 교과목에 연계된 역량이 여러 개
일 경우 교육내용-교수학습방법-평가방법이 역량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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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D대학 <동서양신화> 교수학습 설계
하위역량
창의성
융합능력

교육내용
1. 그리스로마신화, 한국신화의 특징
2. 동서양신화 재해석하기
3. 기존 신화 서사물 각색하기
4. 신화를 소재로 스토리텔링하기

인문학적 소양

5. 그리스로마신화의 계보와 신들의 특징
6. 한국신화의 기원과 상징성

자기주도학습

7. 시놉시스의 구성요소
8 팀별 프로젝트(이야기 기획)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토의, 토론

논술형 시험,관찰평가

프로젝트 학습,
역할놀이

과정중심평가

강의법,
토의, 토론

서술형 시험

강의법,
팀별 활동수업, 발표

프로젝트법,
발표법, 동료평가

4. 결론
최근 OECD는 DeSeCo 프로젝트의 후속작업으로 역량교육 방향을 탐색하는 ‘Education 2030’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의 개념을 기존의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실천적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가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
에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의 가동”으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했다(이상은・소
경희, 2019:141-146).

역량의 정의에 다소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미래사회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라는 기본인식은 변함이 없다. 대학교육에서 역량이 화두가 된 것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보다 나은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NCS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오고 있다. NCS기반 교육은 산업현장
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문대학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CS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실제 NCS 도입 후 교양
교육은 축소되거나 직업기초능력 교육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이 역량기반으로 전환되는
지금 교양교육의 변화는 매우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언급되는 오늘날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전
문대학은 전공 위주의 교육운영으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역할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
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교양교육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이 갖춰져야 한다. 교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나 정책, 교양교육목표 등을 명확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교양졸
업이수학점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대학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대학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교양이수학점으로는 교양교육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 교양교육 전담기구 및 인력, 적절한 교양이수
학점 등이 갖춰진다면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전문대학의 역량기반 교양교
육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전문대학 학생들
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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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대해

박효식(전주비전대)
교양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이고도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교육
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기술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그 교육목표를 성
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교육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다보니 교양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문대학에 적합한 교양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고민하는 것
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전문대학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해 한 발 앞
서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내실화의 방향성을 제시
해 주신 이수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반대학과는 달리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의
규모가 작고, 학과 구성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에 적합하
고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 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도입 및 운영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1.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고찰
① 전문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
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고등교
육법」의 정의가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의와 융합이 중요시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다소 그 표현
이 어색할 수도 있겠으나, 중견직업인 양성이라는 취지 자체는 전문대학의 매우 중요한 미션으로 유지되고 있
다. 물론 중견직업인 양성이라고 해서 교양교육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대학은 중견직업인으
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공교육을 짧은 수업연한에 마쳐야 하는 미션이 아직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문중심, 연구중심의 일반대학과는 그 목적부터 다르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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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풍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② 대학별 환경에 대한 고려
전문대학의 경우 재학생 기준 2,000명 미만의 대학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단일 학과로 이루
어진 대학도 많이 있다. 규모가 작은 대학이라고 해서 교양교육을 더 잘 운영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대
학교육의 경우 대학 재정, 교원 및 직원의 역량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때 교양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전담교원 확보, 전담지원조직 운영 등의 교양교육 운영체제 구축에 있어서 일반대
학에 비해 전문대학이 열악한 환경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 학생충원 문제로 전공학과 폐과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평가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확산은 지양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로 인해 평가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실적 쌓기가 대학현장에서 많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이 제안되면 각 대학에서는 평가와 연계하여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종
종 볼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NCS 기반 교육과정을 급격하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발
생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NCS 기반 교육과정의 경우 이러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대학현장의 목
소리가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에 소홀한 체 급격하게 추진됨으로 인
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각 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로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 각 대학은 다시 교양교육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모멘텀을 이용하여 교양교육의 개선을 서두르자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평가에 민감한 대학들이 일시
에 교양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공감대 형성의 준비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또한 각 대학에 적합한 교양교
육과정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대비하여 교양교육과정의 외형만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교
양교육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일부 전문대학의 경우 실제로 이러한 움
직임을 보이는 곳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양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양교육 도입과
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전문대학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언
첫째, 전문대학에 최적화된 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의 설립 취지와 미션을 성실
히 수행하면서도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는 교양교육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 교양교육에 대해 앞서 있는 일반대학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전문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하여 전문대학에 적합한 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접목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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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 대학에 최적화된 교양교육과정 운영체제 구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마다 학생 규모, 학
과 구성, 재정 상태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전담교
원 확보, 전담조직 구성, 재정 지원 규모 등에 있어서 대학별 상황을 고려한 교양교육과정 체제 구축을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나오겠지만 각 파라미터별로 그
룹화 등을 통해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단계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전문대학이 폐과로 인한 전임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폐
과 소속 전임교원에 대한 교양교과목 강의를 위한 재교육, 교양교육 강사 풀 공동운영 등의 대안을 발굴하여
각 대학에서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양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준비과정 없이 평가를 위한 교양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은 지양되어
야 한다.
이와 같은 고민이 전문대학 교양교육 질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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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2
주관교 세션

● 세션 12-1 호서대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

-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

/ 김혜경

● 세션 12-2 창업가 정신 발굴을 위한 Ideation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박기호
● 세션 12-3 ‘사회봉사의 이해’ 교과목 운영 사례

- 이론과 실천의 연계

/ 김성욱

● 세션 12-4 핵심역량 기반 교양영어 모델 운영

/ 배경진

● 세션 12-5 협
 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 운영 방안
/ 윤재연

세션 12-1 호서대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 -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

호서대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
-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

김혜경(호서대)

1. 들어가는 말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대학 교육의 변화에 대한 대·내외적 촉구는 이제 교육의 변화가 선택적 요구
를 넘어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이행하야 할 필수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변화의 폭과 영향력은
교육내용 범위와 수강 규모가 작은 단일전공 보다 교양교육에서 훨씬 더 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어느 때 보
다 교양 교육과정의 변화와 혁신적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며, 이와 같은 교양교육 변화의 궁극적 목
표는 ‘교양다운 교양교육의 제공’이어야 할 것이다.
호서대학교는 2013학년도에 교양학부대학을 설치하여 교양 소속 교원을 충원하고 교양교육과정의 기본 틀
을 구축하였으며, 2016학년도 한 해 동안 인문대학에 학부로 편성하였다가 2017학년도에 더:함교양대학이라
는 새 이름의 독립기구로 재설치 하였다. 교양대학은 2013학년도 이후 현재까지 교양이수 학점의 점진적 확대,
학생 선택권의 강화, 이수학년의 종단 편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 교육과정을 개편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운
영에 있어서도 필수교양의 균질화, 교과목 및 교강사의 질 관리 등 나름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왔으며, 2019학
년도에 대학혁신사업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고도화 및 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
획하여 운영 중이다.
본 발표문을 통해 본교 더:함교양대학의 현 교육과정의 구성과 필수/선택 영역별 운영 및 질 관리 체계를 간
략히 살펴보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프로그램들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여 ‘교양다운 교양교육의 제
공’을 위한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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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함교양대학 교육과정 구성과 교과목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2.1 2019~2020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구성
호서대 더:함교양대학의 교육과정은 ‘벤처정신을 가진 사회공헌형 인재’라는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하여 구
성된 ‘인성교양’, 기초학문 중심의 ‘기초교양’, 그리고 배분이수 형태의 ‘일반교양’으로 구분되어 있다. 참고로 많
은 대학에서 일반선택 혹은 자유선택이라 불리는 영역은 호서대의 경우, 교양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인성교양’의 전 교과목과 ‘기초교양’의 일부 교과목은 전체필수이고, ‘기초교양’의 그 외 교과목들은 선택필수
이며 ‘일반교양’은 학생들의 개별선택이다.
더:함교양대학은 2년 주기로 교육과정을 큰 틀에서 개편하고, 매년 필요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편한다. 2019
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차원에서 실시한 재학생 만족
도 조사의 교양 관련 설문은 물론 교양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었
던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교양’의 이수학점을 8~10학점에서 16~19학점으로 두 배 가량 상향조정 하
였다. 둘째, ‘기초교양’ 과정에 ‘대학기초’ 영역을 신설하여 단과대별 수요에 따른 교양 교과목을 단과대 필수로
이수토록 하였다. 즉 교육의 수요자와 제공자의 각 요구와 필요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일반교양’의 이
수학점의 상향조정은 학생들의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이수학점이 늘어난
것은 곧 수강 가능한 교과목 수의 대폭 증가가 필요함을 의미하므로 대규모 신규 교과목 개발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학기초’ 영역의 신설 목적은 사실 단과대별 기초학문 분야의 교차이수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학문을 접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 스스로 학문 간 융합이 가능케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
성하고자 함이었으나, 현재 ‘대학기초’의 교과목을 아예 개발 및 이수하고 있지 않거나 교차이수가 아닌, 단과
대의 기초학문 성향의 교과목을 개발하여 이수하는 단과대들이 많다.
더:함교양대학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학년도 교육과정을 세부 개편하기로 하였다. 공과대학 중심
으로 주로 선택 이수하던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을 폐지하고, 인문사회대학, 경영대학, 예체능대학, 생명보건
대학 등에 각 단과대 특성을 고려한 단과대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
여 차기 개편 시에는 공과대학과 AI융합대학 등에서 인문학 관련 교과목을 단과대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대학
기초’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표 1> 더:함교양대학 2020 개편 전/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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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질 관리 체계
2.2.1 교양교육과정 질 관리 및 환류
더:함교양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2년 주기로 개편이 되며, 학교와 단과대 차원의 재학생 만족도 및 수요도
조사 결과와 교양교육과정연구위원회 중심의 개편 관련 정책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새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호서대학교의 성과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호서교육인증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팅(2016년 12월, 기본컨설팅 --> 2018년 10월, 사후 모니터링 --> 2018년 12월, 우
수 컨설팅 대학 선정)을

통해 점검 받고 개선하기도 하였다.

[그림 1] 교양교육과정 질 관리 및 환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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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필수교양 교과목 운영 및 질 관리
교양교과목의 운영 및 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주로 필수교양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필수교양 교과목의 경우, 전체필수 이수인지 선택필수 이수인지에 따라 교과목의 전 수강인원이 적게는 4-500
명에서 많게는 한 학년 전체인 3100명 정도가 되는 분반 강좌 수업이므로, 많아야 100명이 넘는 일반교양 교
과목들 보다 질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림 2] 필수교양 교과목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가. 대표교수제 운영
더:함교양대학 필수교양 교과목의 운영 및 질 관리의 중심은 대표교수제의 운영에 있다. 대표교수란 총 17
개의 필수 교과목들의 담당 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한 보직으로 각 교과목별 한 분을 대표교수 운영위원으로
선정하여, 각 교과목의 균질화, 교강사 관리, 수업의 질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단과대 차원의 교양교육
운영 목표를 해마다 설정하고, 대표교수들께 각 교과목에서 단과대의 운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개강 이후 한 학기에 3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교과목별 수업 운영 및 교강사 관리 현황을 파악하
고, 단과대 차원에서 교과목 운영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다.
나. 단과대 차원의 전체 워크숍 이외에 필수교과목별 워크숍 진행
한 학기 동안의 필수교양 교과목의 운영 및 질 관리는 더:함교양대학의 정례 워크숍에서 시작된다. 더:함교
양대학은 매 학기 시작 전 단과대 워크숍을 개최하여 오전에 단과대 차원의 운영 목표 및 주제를 발표하고, 이
와 관련된 외부특강을 제공한다. 오후에는 필수 교과목별 분과 워크숍을 연다. 대표교수들은 방학 중, 학기별
교과목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리된 개선점들을 새 학기 공통 커리큘럼 제
작에 반영한다. 교과목의 균질화를 위해 제작된 공통 커리큘럼은 단과대 정례 워크숍의 필수교과목별 분과 워
크숍에서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들에게 안내된다.
다. 교과목별 리뷰보드 통한 수업의 질 관리
균질화된 커리큘럼의 배포 이외에, 필수교과목별 분과 워크숍의 또 다른 중요 역할은 교과목별 리뷰보드의
진행이다. 교과목별 담당 교강사는 분과 워크숍이 개최되기 전, 본인의 교과목 대표교수에게 직전 학기의 수
업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CQI 형태로 제출한다. 교과목별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CQI에는 주
로 공통 수업계획서, 수업 설명 자료, 퀴즈 자료 등이 담기며, 각 CQI는 분과 워크숍 내 리뷰보드 시간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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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된다. 리뷰보드 시간 동안, 각 교강사는 서로의 CQI를 피어 리뷰하고 좋은 수업 활동을 추천하기도 하며,
수업 시 어려웠던 점을 공유하여 차기 학기 수업 운영에 반영한다. 분과 워크숍 직후, 대표교수는 교강사의 의
견들을 정리하여 리뷰보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교양교육팀에 제출한다. 더:함교양대학의 보직자들은
교과목별 리뷰보드 보고서를 함께 검토 및 분석한 후, 분석 내용을 담아 단과대 차원의 최종 리뷰보드 보고서
를 작성하고, 이를 차년도 교양교육 운영에 반영한다.
라. 2016학년도 이래로 호서교육인증제 참여
마지막으로 필수교양 교과목은 2016학년도 이래로 본교 성과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호서교육인증제에 참
여하여 인증을 위한 평가를 통해 단과대 외에 학교 차원에서도 교과목별 수업의 질 관리를 받고 있다.
2.2.3 일반교양 교과목 운영 및 질 관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함교양대학의 교양교과목 운영 및 수업의 질 관리는 주로 필수교양 중심으로 이
루어져왔다. 일반교양 교과목의 경우, 매 학기 신규 교과목 개발 공모를 하고, 이를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검
토 및 승인을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질 관리는 없었으며, 교양대 정례 워크숍에서도 분과 워크숍을 따로 개최
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일반교양 교과목 담당 교수들을 위한 분과 워크숍 마련 및 외부특강을 진행하였
다. 호서교육인증제 또한 교양대의 교육과정과 필수교양 교과목만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다가, 올해 처음 일반교
양 교과목들도 참여하여 인증 평가를 받았다.

3.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 공유
더:함교양대학에서는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교양교육과정 고도화‘를 이루고자 미래
형 스마트 교양 학습실 구축, 학습자 주도형 교양교과목 및 팀티칭 융합 교과목의 개발, 신규 교과목 오픈 스
피치 및 전자책 발간을 통한 학습자 친화형 교과목 운영, 필수교양 교과목 문제은행 구축 등 다양한 세부 프
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영해 왔다. 이 중, 필수교양과 일반교양 영역에서의 대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운영 상
황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3.1 필수교양: 역량기반 수업 운영
호서대학교의 역량은 전공 역량과 교양/비교과 역량으로 나뉘며, 교양/비교과 역량은 T.E.C.H.라는 4대 역
량으로 구성된다.
<표 2> 호서대학교 교양 및 비교과 4대 핵심역량
Teamwork
(협업역량)

Entrepreneurship
(선도역량)

Creative Thinking
(창의성)

Harnessing Resource
(자원관리역량)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비전과 뚜렷한 윤리의식으로
사회변화를 견인하며, 적극적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문제를 발견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착상하여 현재
상황을 혁신할 수 있는 능력

현장에서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직무에 적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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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교양대학은 2018학년도부터 필수교양 교과목들을 시작으로 하여 일반교양 교과목들에 이르기까지, 교
양으로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들의 핵심역량의 균형을 맞추고, 각 핵심역량이 수업목표 및 설계와 연계성이 있
는지를 확인 후 연계되지 않은 교과목들은 질 관리 심사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교양의
경우 매 학기 신규교과목 개발 공모를 진행하는데, 역량 균형 상 교과목 수가 부족한 역량 관련 교과목은 개
발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해당 역량의 교과목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 교과목 질 관리 심사
시 심사항목에 교과목의 수업목표와 핵심역량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에는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 재학생들의 핵심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교과목 목표와의 연계성 이 외
에, 실제 수업 현장에서 각 교과목별 해당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활동이 구성 및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핵심역량강화활동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표 3> 필수교양교과목 핵심역량강화활동 프로그램
진행 절차
1

프로그램 개발

2

파일럿 운영 및
사전 역량검사

3

운영보고서 제출 및
사후 역량검사

4

내 용
대표교수를 중심으로 교과목별 해당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 (활동명 및 내용, 절차, 시기, 평가방법 등)
대표교수가 담당한 분반에서 파일럿 운영 및 사전 역량 검사 시행
(운영비 지원)

기간
2019-1
2019-1

대표교수가 파일럿 운영한 교과목별 핵심역량강화활동의 운영 보고서 작성 후
제출 및 사후 역량검사 시행

2019-1
종강 직전

외부 특강

대표교수를 대상으로 외부 핵심역량 전문가 특강 시행

하계방학

5

외부 자문

핵심역량 사전·사후 데이터 결과값을 추출 5개 필수교양 교과목을 선정 후,
해당 교과목들의 활동 개발 운영 보고서 를 토대로 외부 자문 후, 프로그램 수정

하계방학

6

5개 교과목
전 분반 시행

수정된 활동 내용으로 5개 교과목에서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2019-2

7

공모전/경진대회

성과확인 및 확산을 위한 공모전, 경진대회 개최 후 시상 및 장학금 지급
(공모전: 벤처와창업가정신, 컴퓨팅적사고, 화학의이해/ 경진대회: 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
대학영어강독1)

2019-2
종강 직전

우선, 1학기 시작 전에 대표교수를 중심으로 17개의 필수교양 교과목의 각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
활동을 개발하였고, 1학기 동안 대표교수가 강의한 분반을 대상으로 파일럿 운영을 하였다. 또한 사전/사후 핵
심역량 검사를 시행하여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 정도를 살폈다. 1학기 이후, 대표교수들은
한 학기동안 운영한 핵심역량 강화활동의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여름방학에 역량기반 수업설계
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을 들었다. 또한 2학기에 전체 분반으로 이 활동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사전/사후 결
과 및 운영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5개의 교과목을 선별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파일럿 운영했
던 활동 내용을 수정 및 개선하여 정비하였다. 전 분반에서 운영된 5개 교과목의 핵심역량 강화활동은 교과목
별 성과 확인을 위하여 11월 말에 공모전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에게 단과대 학
장명의 상장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상금으로 지급하였다.

3.2 일반교양: 학습자 친화형 교과목 소개 및 교과목 질 관리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한 일반교양 프로그램은 크게 팀티칭 융합교과목 및 플립드 러닝(FL), 문제기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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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교과목 개발, 학습자 친화형 신규 교과목 소개, 교과목 질 관리, 외부특강 및 워

크숍 제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 중에서, 학습자 친화형 신규 과목 소개와 교과목 질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 및 성과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3.2.1 학습자 친화형 교과목 소개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 친화형 방식으로 신규 교양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 및
수강신청의 용이성을 제공하고자 개발되었다. 2019학년도에 융합, FL 교과목을 포함하여 신규 개발된 일반교
양 교과목들 중,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한 10개 교과목에 한해 진행하였는데, 대상으로 선정된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작성한 교과목 소개서를 토대로 외부업체의 자문 및 촬영을 의뢰하여 해당 교과목의 수
업 목표, 수업 내용, 평가 방식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림 3] 학습자 친화형 교과목 소개 진행 절차>

제작된 교과목 소개 영상은 차기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재학생들의 용이하게 강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SNS 및 외부 온라인에도 게시하여 학교 홍보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2019학년도에는 추진하지 못했으나, 추후,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활동 측면에서 인근 지역사회 주
민들을 위한 오픈 수업 소개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2.2 영역별 전 교과목 질 관리
더:함교양대학의 일반교양은 이수학점에 비해 개설 교과목이 많지 않아서 신규 교과목 개발에 주로 중점을
두어 왔다가, 올해 처음으로 영역별로 개설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내부 및 외부 심사를 통해 질 관리를 시
행하였다. 내부 심사위원은 교육과정위원회 위원들로, 외부 심사위원은 교양기초교육원의 현 컨설턴트들 중 추
천을 받아 섭외하여 구성하였으며, 심사 기준은 1) 교양교과목으로서의 적합성, 2) 교과목명과 교육 내용의 일
치도, 3) 핵심역량의 연계성, 4) 최근 3개 학기의 강의평가 평균 등이다. 내부와 외부 심사 결과를 3:7의 비율
로 합산하여 하위 20%정도의 교과목들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들에게 3개월 이내
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제출된 개선계획서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 추가
개선 요청,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개선이 완료된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간 전, 차기 학기 수업계획서에 내용을
반영한 후 학교 포털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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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반교양 교과목 질 관리 및 환류

2019학년도 1학기에 1영역, 2학기에 2영역과 3영역의 교과목들을 심사하여 질 관리를 하였는데, 1영역(인간
과 예술)에서는

총 61개 교과목 중, 12개 교과목에 개선권고를 하였고 1개 교과목이 미개선으로 최종 폐지되었

다. 2영역(사회와 문화)은 총 67개 교과목 중, 역시 12개 교과목이 개선 요청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해당 담
당교수들에게 개선계획서가 발송된 상황이다. 3영역(과학과 기술)은 총 31개 교과목으로, 현재 내부 및 외부 심
사 중이며 1월 첫째 주까지 개선이 완료되도록 진행 할 예정이다.

4. 맺는 말: 향후 도전 과제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더:함교양대학의 현 교육과정 구성 및 질 관리 현황, 그리고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
램들의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함교양대학의 ‘교양다운 교양교육의 제공’을 위한 향후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과 글쓰기, 논리, 컴퓨터 등 기초학문 교과목의 수강인원 축소 및 교원의 전문
성 확보를 통한 최적의 기초교육 환경의 제공이다. 특히 인성 관련 교과목과 글쓰기 교과목은 수강 규모가 중
요한 특수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분반별 수강인원이 45-50명에 육박한다. 또한 논리 교과목이 경우, 교양
대 소속의 전임 교원 수가 적어 모든 분반을 담당하지 못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전공 소속 교원들이 일
부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학년도 해당 교과목들을 담당할 신임 교원
충원을 요청하고, 추가 강의실/실습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학문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교육의 강화이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단일학문 분야의 전
공은 변화된 미래 사회에 발을 디딜 재학생들의 디딤돌이 되어 줄 수 없다. 혁신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 능력 없
이는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내리는 단편적 지식의 범람에서 내 길을 찾아 헤어 나올 수 없다. 이제는 다양한 학
문과, 지식과 영역 간의 융합이 필요하며, 교양은 대학에서 이를 가능케 할 가장 적합한 ‘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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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더:함교양대학은 2019학년도 1학기에 단과대 내, 혁신융합학부를 신설하였다. 현
재 소속 교원 구성을 마쳤고, 팀티칭 형태의 융합 교과목들을 개발하였다. 추후 더 많은 융합 교과목들을 개
발하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비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 관련, 많은 부족한 점이나 개선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 교
원들의 끊임없는 자구적 노력과 외부의 질책 및 조언들을 토대로 하여, 제대로 된 교양교육을 만들어 가는 더:
함교양대학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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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호서대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
-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에 대해

지현배(동국대 경주)
김혜경 교수님께서 호서대학교에서의 교양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습
니다.교양이 대학 교육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시기에 ‘교양’의 가치가 소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지식
이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갖던 시기가 지난 30년, 길게는 근대 교육의 시기였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기
로 이야기 되는 미래사회는 전문성이 갖는 ‘한정된’ 분야가 약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도 경쟁력을 갖
기 위해서는 IT 기술에 더해서 예술적 심미성, 문화적 취향 등 문화와 예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이 요구됩
니다. 그래서 협업이 강조되고 소통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과학 기술과 인문 예술이 분리되지 않는 환경
이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중독을 성공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나 정신과 전문의 단독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서 ‘보편적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됐고, ‘융합적 방법’의 가치가 커지고 있으
며, ‘소통 능력’과 인간적 성품의 문제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서대학교가 최근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대학에서 교수와 직원이 할
일이나 프로그램과 교과목 개발의 방향이 ‘학생 성장을 돕는 일’이 집중되어야 하고, 학생의 미래 경쟁력을 키
워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증명해 보이는 사례로 보입니다.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3년에 교양학부대학을 설치한 이후, 2017년에 더:함교양대학으로 개편되었
습니다. 교과목 간의 균질화, 교과목의 질 관리, 교강사의 역략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한 히스토리는 같은 고민
을 하는 전국 대학에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하는 교과과정, 학
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이수 체제 등이 확인됩니다. 2020학년도 개편의 방향 중 “①소프트웨어 활용(/이해와
코팅)

교과목의 콘텐츠와 이수 체계, ②단과대학 지정이수 교과목”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①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핫’한 과목이지만, 콘텐츠나 목표의 합의점이나 경향성은 아직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②는 계열별 전공기초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③융합 교육과 융합 교과목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융합 교과목은 한 교과목 안에 둘 이상의 학문 영역
이 함께 하는 형태입니다. 15주 구성에 이종 학문 분야의 지식 습득, 조사와 토론, 실습과 발표 등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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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합니다. 현실적으로 팀티칭에 의존하는 문제, ‘화학적 융합’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해 기존에
반성적 질문이 제기되었던 문제이므로, 호서대학에서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 혹은 개선점(또는 해결책)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④위와 관련되는 ‘혁신융합학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속 교원의 규모와 성격(이중소속제 적
용?),

그리고 학문영역별 전공 분포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호서대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 -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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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정신 발굴을 위한 Ideation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학습자 주도 교수법 중심으로

박기호(호서대)1)

1. 서론
본 연구는 벤처와 창업가 정신과 벤처와 리더십 과목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법을 탐색적으로 연
구하였다. 벤처와 창업가 정신은 수강생들이 나를 발견하기,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기법, 기존 제품에 대한 문
제점 발견하기와 개선하기, 관찰과 해석하기, 마케팅 기법,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벤
처와 리더십의 경우는 셀프리더십의 발견 및 개발, 소통하는 리더십, 리더십과 조직, 리더십의 특징 등의 교과
내용으로 구성된다.
벤처 과목은 기업가 혹은 창업가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인생철학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수강생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창업가 정신에 기반을 두
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리더십의 참 모습을 학습하여 21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
가 되도록 역량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즉 인공지능이 딥러닝(deep learning)을 한다면 인간은 딥씽킹
(deep thinking)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공감력을 지닌 리더십이 강한 인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창업자 혹은 기업의 경영자를 희망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과정이라기 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 혹은 삶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고 표현하고 훈련하는 과정
이다. 본 강좌를 통해 창업가 정신을 나의 삶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한다. 자신에 대해 알아보기, 나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가? 타인을 통해서 본 나의 모습, 나는 무엇을 좋아 하는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
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창업가적 마인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아울러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SCAMPER기법 소개, 브레인스토밍 회의기법, 관찰하기와 해석하기 등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기법을 훈련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학습효과의 제고를 위해 하브루타 방식으로 1:1 토론과정을 병행하여 학습효과의 내재화를 추구한다.
미국 뉴미디어컨소시움(New Media Consortium)은 교육의 미래에 관한 호라이즌 보고서(Horizon Report)를 매년

1)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디지털기술경영전공, khpark@hoseo.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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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한다. 2018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70여명의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 교육의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PBL
을 꼽았다. NMC는 “PBL 교육이 교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한다.2) 그리
고 PBL(problem-based learning) 교수법을 활용하여 관찰법과 SCAMPER기법, 기존 제품의 문제점 찾기, 컬
러베스효과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조별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조별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위한 문제점, 개선점
발굴하기 등을 학습하고,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본 강좌의 특성상 학습자 주도 교수법인 PBL과 하브루터 법을 이용하였다. 벤처와 창업가 정신의 경우는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강화 역량을 극대화 하고, 벤처와 리더십의 경우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역량의 강화를 학습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 주도 학습의 결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2. 본론
2.1. PBL기반학습
PBL기반의 학습법은 문제 해결을 과정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촉진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이다. 수강생들에게 해결과제를 제시하여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 및 협동 학습을 통
해 문제 해결안을 마련하는 교수법이다.
PBL의 특징은 첫째, 수업은 해결과제 발굴로 시작한다. 문제의 발굴은 지식을 새롭게 배우는 시작점이며,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은 학습 시나리오의 제시가 필요하다. 과제 발굴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자신의 문제
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되며, 동료학습자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창의적(creativity)
이고, 깊은 사고과정(딥씽킹, deep thinking)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력(deep empathy)을 훈련하게 된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문제의 해결자로 학습에 참여하여 좋은 해결책을 위해 많은 정보
와 지식들을 직접 다루면서 의미와 이해를 추구하고 학습에 상당한 책임을 맡게 된다. 셋째, 교수의 역할은 학
습의 설계자, 조언자, 촉진자이다. 교수자는 성공적인 PBL 수업을 위하여 ‘좋은 문제를 개발’하고 전체적인 수
업 과정을 설계한다. 그리고 강의 교수자는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학습 성과를 성취하도록 학습자의 사고를 조
장한다. 수강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교수는 조력자, 격려자,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소집단 협동학습
으로 이루어진다. 문제 해결을 위해 팀별 협동 학습으로, 수강생은 다른 사람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다양한 관
점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서로 협력하여 풀어나가게 된다. 다섯째, 다양한 평가 방법이 요구된다.
결과 자체보다는 전체 수행 과정을 평가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PBL 진행 과정3)은 해결문제발굴, 해결과제의 구체화, 자료의 수집, 개별 및 조별학습, 해결방안도
출, 발표, 조별 아이디어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PBL과정에서 다룰 해결과제는 수강생들이 배우기를 바라는
내용과 개념,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 열려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해결과제가 가

2) 교수신문(http://www.kyosu.net)
3) 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5/mokwon/chojaeyoon/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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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주요 특징은 첫째, 비구조화된 문제이어야 한다. 해결안이나 결과가 어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로 제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접근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제여야 한다. 둘째, 실제적
인 문제이어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존재하고, 이 상황 안에 문제를 둘러싼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문제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여야 한다. 셋째, 학습자를 고
려한 문제이어야 한다. 학습자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고 관련이 있어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문제여야 하며, 학
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의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
넷째, 결과물에 대한 분명히 명시된 문제이어야 한다. 주어진 문제에 학습자의 역할과 기대되는 학습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2.2. 플립러닝 기반학습4)
플립러닝(역진행 수업, flipped learning) 또는 플립드러닝, 역전학습은 혼합형 학습의 한 형태로 정보기술을 활
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수업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
식을 말한다. 흔히 적용되는 방식으로는 교사가 준비한 수업 영상과 자료를 수강생이 수업시간 전에 미리 보고
학습하는 형태가 있다. 그 후 교실 수업시간에 교수자는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 수강생들과 상호
작용하거나 심화된 학습활동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다룰 교재의 내용을 미리 읽어보는 예습활동이 권장되었
으며, 교재의 내용은 다음날 수업 시간에 다루어졌다. 수업 후, 수강생들은 그들이 학습내용을 온전히 숙지했
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과제를 풀어야 했다. 그러나 플립드러닝 수업 방식은 이와 반대로 진행된다. 수강생
들은 수업에 앞서 수업내용을 교수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를 통해 학습하고, 교실수업에서는 과제를 해
결하거나 문제풀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교수자는 문제풀이가 안되거나 과제 연습이 어려운 수강생
들을 코칭한다. 따라서 플립드러닝 방식에는 개별화 수업, 프로젝트 중심 학습 등과 같은 학습자 중심 활동 시
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 플립드러닝 수업에서 교수자는 수강생들의 학습을 이끄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게
되며, 수강생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촉진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 플립
드러닝 수업의 효과로는 수강생들의 수업 중도 탈락률이 감소되며 수강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정보의 양이 증
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Bill Tucker, 2012).
플립러닝 수업이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을 사전에 시청하고 수업에 임하여야 하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
강생들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플립러닝을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일부
대학의 경우 공식적인 강의는 하버드대학이나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의 수업으로 대체하고 담당 교수
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해 교육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ric
Mazur 교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를 하는 대신 수업내용을 코칭할 수 있음을 발견
하였다. 교수와 조교는 컴퓨터를 활용한 강의 전달과 코칭을 통하여 컴퓨터는 곧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컴퓨터가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동적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

4) https://ko.wikipedia.org/wiki/역진행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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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하였다.
Maureen Lage 등(2000)은 마이애미대학교에서 '경제학 입문' 수업에서 역진행 수업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
하였다. 저자들은 역진행 수업이 수강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수용하여 차별화된 수업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하였다.5) Wesley Baker(2000)는 teaching & learning 협회가 주관한 국제 컨퍼런스 발표에서 "역진행 수
업: 웹 기반 강좌 관리 도구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기" 논문을 통해 역진행 수업을 강조했다. 이 논문은 ‘강단
위의 현인’ (sage on the stage) 대신 ‘객석의 안내자’ (guide on the side) 라는 기발한 문구와 함께 매우 많이 인
용되었는데 이 말은 교실에서 역진행 수업을 대표하는 문구가 되었다. Baker는 또한 교사가 수강생들에게 과
제를 내주는 온라인 학습을 제시하기 위한 웹 기반 수업 관리 프로그램과 온라인 웹 도구를 사용하는 역진행
수업의 모델을 발표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교실에서 교사는 활동적인 학습활동과,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노력
하면서 더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2000년 가을에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는 컴
퓨터 강좌에서 강의를 대체하기 위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강의 비디오를 통합시켜 제작한 비디오 프레젠
테이션을 스트리밍 하는 eTeach 솔루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의 강의 제공은 수강생들이 스케줄
에 따라 시간이 있을 때와 주의를 집중할 수 있을 때 강의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강의 내용 전달을 온
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수강생들과 교수자는 문제 해결에 수업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 사이의 상호
작용도 증가되었다.
Mike Tenneson과 Bob McGlasson(2006)은 역진행 수업을 적용하고자 할 때 교수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들은 특히 교수자는 교실에서 가장 원하는 변화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져야 하며, 개
인의 교수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구조를 플리핑(Flipping)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
다. 이 발표는 학습자에게 잘 설계된 수업과 관련 활동이 주어질 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혔으며 그
것은 학습 이론 및 동기와 관계가 있다. 또한 선택 가능한 컴퓨터 코스 관리 시스템의 다른 형태에 대해서도 소
개하였다(Bill Tucker, 2012).6) Jeremy Strayer(2007)는 "학습 환경에서 역진행수업의 효과: 전통적 교실의 학
습 활동과 intelligent tutoring system을 이용한 역진행수업의 비교"에서 대학교에서의 역진행 수업을 연구
했다. 통계학과 예비-미적분학 코스에서 스스로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동영상 강의로 숙제를 부여했다. 학습
자들은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코스는 블랙보드 상호작용 기술을 이용한 수업 내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저자는 학습자들이 비디오를 봤을 때 제어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
라고 믿었다. Woodland Park High School의 화학교수자인 Jonathan Bergmann과 Aaron Sams는 2007
년부터 중등교육에서의 역진행 수업을 지지하였다. Bergmann은 그의 교실에서 역진행 수업의 가장 큰 효과
는 사람사이의 접촉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외적으로 기존의 학교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수강생들의 요구와 여러 장점을 지닌 교수방식으로 플립
러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학습활동은 수강생들에게 더 많은 활동과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Jennifer Hemmingsen, 2013).7)

5) Maureen Lage, Glenn Platt, Mchael Treglia(2000), "Inverting the Classroom: A Gateway to Creating an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
6) https://www.educationnext.org/the-flipped-classroom/
7) Jennifer Hemmingsen, Education reform: Legislators must make way for new ideas, The Gazette, 2013. April 7

창업가 정신 발굴을 위한 Ideation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학습자 주도 교수법 중심으로

483

2.3. 하브루타 학습법8)
하브루타(Chavrusa, chavruta, havruta, ) ָא תּורְ ַב ח는 유대인의 전통적 학습방법이다. 문자적 의미는 우정, 동료
등을 뜻한다. 예시바(yeshiva) 및 코렐(kollel)에서 주류적 학습법이다. 교수자-수강생간의 관계와 달리, 하브루
타 학습에서는 각자가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직화하여 상대방에게 설명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질
문하면서, 때로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2000년대에 들어 전화 및 인터넷으로까지 확산되고 있
다. 좁은 의미로는 동급생, 넓은 의미로는 가정, 선생님과 서로 대화함으로써 서로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사
고력,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다. 친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하베르에서 유래한 용어로, 수강생들끼리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를 공
부할 때 주로 사용된다. 나이와 성별, 계급에 차이를 두지 않고 두 명씩 짝을 지어 공부하며 논쟁을 통해 진리
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때 부모와 교수자는 수강생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수강생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브루타는 소통을 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층
적으로 지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찬반양론을 동시에 경험하
게 되므로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법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하브루타는 "우정" 또는 "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는 아람어 단어이다. 미슈나와 게마라의 랍비들은 함께 토라

를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써 chaver (רבח, "친구"또는 "동반자")를 사용한다. 하브루타는 "학습 파트너"로
정의된다. 정통 유대교에서, 하브루타는 두 명의 수강생이 하나 하나를 배우는 것을 말한다. 3명 이상의 수강

생들이 함께 배울 때는 chavurah (히브리어 :  ָה רּו ַב ח, 그룹)라고 한다. 개혁 유대교는 하브루타의 아이디어를 함께
공부하는 두세 명, 세 명, 네 명 또는 다섯 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하브루타의 아이디어를 기
존의 토라를 함께 학습하는 개념을 넘어서, 오늘날 현대의 교육방법으로 확장하였다.
하브루타 학습법의 효과로는 교수자가 수강생에게 강의하고 시험을 통해 정보를 암기하고 다시 반복하는 기
존 교실 학습이나 수강생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학회와는 달리 수강생들이 학습 과제를 구두로 설명한다.
또한, 상대의 논증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 질문하며 종종 본문의 의미에 대해 완전히 새로
운 통찰력을 갖게 된다.
하브루타는 수강생들이 배움에 집중하며, 추리력을 날카롭게 하고, 생각을 말로 발전시키고, 논리적인 논쟁
으로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은 모호하게 유지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정밀성과 명확성
을 부여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경을 심어준다. 하브
루타를 방해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진다. 하브루타와의 관계는 또한 그의 하브루타에서 실망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에 대한 수강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을 강화한다.
하브루타는 전통적으로 탈무드에서 '공부하는 파트너를 가지는 것' 을 의미하는데 이 말 그대로 하브루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파트너와 같이 공부하는 것이 효율도 좋고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서로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지식이 늘어가며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고가 명확해지며 자신이 배
운 내용을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다. 이는 혼자서 공부하면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입 밖으로 나

8) https://ko.wikipedia.org/wiki/하브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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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으로써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
하브루타는 장점이 많으나 단점도 있다. 짝을 지어서 토론하거나 팀을 지어서 토론하게 될 경우 모둠의 소수
의 의견으로 치중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점에 대헤서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토론의 규모와 팀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참여자 전원이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3명 이상이 토론을 할 경
우는 입을 닫고 있는 학습자가 있을 수 있어 가능한 일대일로 토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암기식, 주입식 입시 교육에 한계를 느끼고 하브루타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기본적인 수업 방식은 문제만 제출한 뒤 제한시간 내에 풀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중간의 과정에
서 교수자의 도움이 있지만 질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 특성상 질문을 하는 수강생도 없
을 뿐더러 교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질문을 저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니라에서도 하브루타
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느껴진다. 지금같이 정해진 풀이와 답만을 위해 수강생들이 암기중심으로 학습되어
개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과 논리가 굳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9)

3. 탐색적 연구결과
3.1. PBL학습활동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깊은 사고력을 훈련하기 위한 벤처교과목의 PBL학습활동은 한 학기동안 여
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한다. 수업의 진행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PBL기반의 수업진행 방식]

9)

https://bertil.tistory.com/57 [Bertil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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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를 발견하다.
나에게 나를 묻는다.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보다.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기존 제품개선 하기

PMI기법적용하기

2.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불편함과 개선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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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별아이디어 결과

4. 아이디어 평가
예상고객관찰표

원재료 공급사 조사표

고객 인구통계적 조사표

경쟁 프로파일 매트릭스

공급자 파워 변동요인

창업가 정신 발굴을 위한 Ideation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학습자 주도 교수법 중심으로

487

5. 마케팅 전략수립
STP전략수립

3C분석과 SWOT분석표

스타벅스 SWOT분석결과

3.2. 하브루타 학습활동
수강생들에게 개인별로 토론의 주제를 제시한다. 주제의 내용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와 특
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주제들이다. 학습자들은 일대일로 짝을 지어서 주어진 토론 주제에 대
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토론하고 내가 생각했던 의견과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활동
지에 작성한다. 다시 상대를 바꾸어 동일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단계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1인
단 최대 3명씩과 토론을 하다보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서로 같은 의견과 상이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학
습효과는 증대한다.
주제: 소통하는 리더와 아닌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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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리더십은 타고 난다? 아니다?

[토론결과] 하브루타 학습제목: 소통하는 리더십
작성자

느낀 점

A

• 친구들과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 서로 바람직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느꼈다.

B

• 하브루타법을 통해 평소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지금까지 생활의 모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C

•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D

• 토론과정에서 주변에서 소통을 잘하는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교회에서 주일학교 5학년 교수자를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에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수자가 되어야겠
다고 생각했다.

E

• 생각하는 게 친구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내가 만약 리더가 된다면 소통을 잘 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야 겠다.

F

• 정답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친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비슷하여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G

• 이렇게 토론하면서 비교해 보니까 소통하는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H

• 같은 소통 잘하는 리더와 못하는 리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들과의 생각이 달라서 아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I

• 팀원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하브루타 토론법을 해보니까 친구의 의견과 내 의견이 비슷한 것에 놀랍고, 소통을 잘하는 리더에 대해서
많은 분야가 있지만 의견이 비슷하였고, 소통하는 리더에 대해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것 같다.
• 소통을 잘하는 리더를 생각해 보았으니 리더가 될 기회가 있다면 소통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브루타법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수강생들의 반응중 부정적인 면은 말을 많이 해서 시끄
럽다. 짜증이 낫다. 교수님이 수업 분위기를 조용히 시키려 하지 않아서 아쉬웠다. 친한 친구와 짝을 하게 되서
수업이 집중이 안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으면 한다. 정리가 잘 안되고 설명이 없었다. 사이가 나쁜 친구
와 짝이 되어 말하기가 싫었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강생들이 하브루타법에 의해 토론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못한 것에 기
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과학습 방법과 점수 확보에 중점을 두는 수강생들에게는 생
소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에게 하브루타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하브루타법은 질문을 수강생들이 스스로 만
들고 이에 대한 답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
수강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서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토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교수자가 주
어진 질문 혹은 주제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요약, 제시하여야 한다,

3.3 수업반응도 추이
3.3.1. 정성적 평가 결과(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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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내용
■ 벤처 기업의 개념과 심화개념을 알게 되어 뜻 깊었다/유익한 수업이였습니다.
■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몇 없다는 것을 대학 와서 알게 되었는
데요. 교수님같이 정말 교수답고 존경할만한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있었던것 같습니다.
■ 전공교수님이 아니셔서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교수님
수업을 듣고싶어요 ㅎㅎ 감사합니당

긍정평가

■ 밴처란 무엇인지 기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자 성공의 길을 넓혀나갈수있는지를
알게된 강의였습니다.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 창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과정을 여러가지 내용으로 공부하였는데 도움이 된것같아서 좋은것 같다!
■ 엔지니어로써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및 사회생활에서 창업을 했을 때 닥쳐올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또 주의해야할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등을 배우는 일종의 엔지니어 철학 을 배우는
느낌의 과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본 과목을 통해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러 기업가의 정신을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구나~ 라는걸 배웠다.
■ 교수님이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팀플이나 과제나 이론시험 중에 하나만 하게 해 주세요
■ 팀플에 관해 설명하실 때 마지막에 팀원평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아쉽고 토론
할 때 발표자와 가까운 쪽 먼저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놓친 경우가 많은데 정리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었고, 전체적으로는 벤체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좋았던 수업입니다.
■ 팀별 발표과제에 있어 시간 계산에 오류가 있어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정평가

■ 발표를 하고 난후 피드백을 하실 때 '들어보면 좋은건 다 하려고 한다'라고 하신게 좀 이해가 안됐다. 부족한 점
이나 미흡한게 있고 안좋은게 모여있으면 고객은 사용하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넣은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 사업계획서 너무 어려웠어여,,,,창업에 대한 실무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업방식이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 교수님께서 매 시간마다 ppt준비가 매우 철저히 되어있으셔서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매우 유익하였으나, 각 조
별 창업계획서 발표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조별 팀워크 조사 및 개인역량 분배를 통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
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3.2. 정량적 평가 결과(주관식, 5학기별 평균치)
정량적 평가결과 학습자 주도형 교수법 시실이전인 2017년 대비 2018년 1학기부터 정량적 강의평가는 증가
하는 추세이다. 연구자가 강의를 개설한 과목의 수강생 수가 증가하더라도 강의평가 점수는 정의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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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1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교육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전 세계 교육계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교육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어 문
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구성원 상호간 공감능력 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다. 더구나 앞으로는 인공지
능 기반의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어 기존의 인재상과는 다른 종류의 인재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일방적 강의중심의 대학교육은 지양되어야 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
요하다.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실무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방법
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PBL과 플럽러닝, 그리고 하브루타법 등의 방법론이 교육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이들 방법들 역시 장점과 단점을 보이고 있어 끊임없는 시행착
오를 통해 교육방법론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의 인재상은 시간, 공간, 비용의 3가지 차원을 종합
적 변수로 하여 사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변수들이 결과적으로 가치를 생성하고, 더 높은 가치를 만
들어 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인재상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재상의 재정립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발전적 연구
를 위한 발제를 목적으로 탐색적이며 귀납적 접근에 의해 진행되었다. 새로운 교수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
부 교수자들의 관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좁게는 학교차원에서 넓게는 국가 정책적으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개혁, 학교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마인드의 혁신, 교수법에 대한 연구 활
성화, 새로운 학습법의 적용 성공사례 발표, 국제적 학술대회 등을 통한 선진교수법 도입 등의 활동들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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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창업가 정신 발굴을 위한 ideation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양선(호서대)
저자에 따르면, 이 논문은 “벤처와 창업가 정신과 벤처와 리더십 과목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법
을 탐색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때 핵심역량은 창의적인 “기업가정신”(entreprenrurship)으로 규정된다. 게다가
이러한 역량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과 삶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을 역설한다. 여기에서 도출
되는 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목에서 말하는 “탐색적 연구”란 어떤 연구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연구 방
법론을 일컫는 것인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표현인지 궁금하다. 둘째, 모든 학문의 궁극은 결국에는 자기성
찰로 귀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문학 분야는 더욱 그렇다. ‘나란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이면서도 추
상화된 질문이 “창업가적 마인드”라는 다소 실제적이고 상업적인 측면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교수법은 PBL 학습, 플립러닝, 하부르타 학습법이다. 이들 교수법 혹은 학습법은 모두
교실의 경직된 수업 구조를 해체할 대표적인 대안으로 유행처럼 흔히 거론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학습법
이 특정 이론에서 도출된 개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많은 교수자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진화를 거듭한 개념
이라는 점을 환기해 볼 때, 이 논문에서 말하는 창업가 정신의 발굴이라는 것이 이들 학습법과 어떻게 연계되
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교실 현장에 대한 분석과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이들 방
법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실제 수업에서 어떤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정교한 개념화 내지는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
령,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이라는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단순히 교수법의 변화로 실현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
한 성찰은 중요해 보인다. PBL 기반학습과 플립러닝, 하브루타 학습법의 적용과 실천으로 학생들 사이의, 혹
은 학생들과 교수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활동 및 접촉이 증가했다고 해서 창의성과 진취적 도전정신이 함양되는
것인지, 그 둘을 연결하는 좀 더 촘촘한 과정들에 대한 탐색과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더욱이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의 함양이라는 역량을 진단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창의력의 증
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창의력이라는 것이 단기 수업으로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것을 계량할 척도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더 깊은 탐색이 요구된다.
끝으로 플립러닝을 다루면서 교수자의 역할 변화를 “강단 위의 현인”에서 “객석 안내자”로 소개했다. 그렇다
면 이렇게 교실 환경의 역동적 활성화를 위해 이제 교수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한 정체된 학생들의
사고를 열어 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의견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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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의 이해’ 교과목 운영 사례
이론과 실천의 연계

김성욱(호서대)

1. 서론: 교과목 개발 배경
○ 이 글은 호서대학교 인성필수 교양과목인 ‘사회봉사의 이해’의 교과목 운영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호서대학교는 그 동안 학생의 인성향상과 사회참여 및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공헌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
해 사회봉사 30시간을 졸업이수 요건으로 삼고 운영해 왔음
- 그러나 봉사기관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채 실시된 사회봉사는 자발적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 사회공익 기여라는 봉사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음
- 이에 대학은 사회봉사의 기초적인 이해와 주요 봉사기관에 대한 학습 및 인증방법 등을 교육할 필요성
공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시작
○ 본 글에서는 사이버 형태로 운영되는 호서대학교 ‘사회봉사의 이해’ 의 간단한 배경과 연혁, 수업내용 및
관리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고려되는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자 함

2. 본론 : 이론과 실천의 연계
1) 사이버 강좌의 개설
○ ‘이러닝강좌콘텐츠개발’ 공모사업 실시
- 교양 필수과목인 사회봉사를 재학생 전원에게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할 시 발생할 교수요원의 확보와 대
규모 강의에 대한 강의운영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 바 사이버 강의형태로 진행할 필요성 제기
- 이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사이버(원격) 강의형태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교내공모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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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의 개발기간 동안 본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진 6명과 Caritas 사회봉사센터장이 참여하여 강의교안
및 동영상 컨텐츠 제작(약 3000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2개 학기에 걸쳐 실시)
○ 주요 컨텐츠 개발 내용
- 사회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봉사에 필요한 지식과 활동기관에 대한 이해를 증
진하되 사이버 강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함
- 주요 내용은 사회봉사에 대한 간단한 개관과 봉사인증 방법, 봉사자의 태도와 접근방법, 사회봉사시 발
생할 수 있는 갈등의 유형과 해결방안, 주요 봉사기관에 대한 소개와 봉사시 알아야 할 기술과 태도, 기
관의 욕구와 성장을 위한 전략 등으로 구성
- 교수학습센터의 동영상 강의제작 플랫폼을 활용

2) 사회봉사의 이해 교과목 강좌 개요
○ 동영상 컨텐츠의 운영방식 확정, 사이버 강의 시스템 개선 및 관련 부서간 협의와 학칙 개정 등을 거쳐
2019년 1학기 본격 운영 시작
○ 교과목 개설 목적 및 수업 운영방침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론을 교육하고, 다양한 봉사의 대상 및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봉사활동을 실천하면
서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애로 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이를 통해 사회봉사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능력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지역사회 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
한다.
- 사회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
- 사회봉사의 대상과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사회봉사의 지식과 태도를 갖춘다.
- 봉사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해 사회봉사자로서의 역량을 배양한다.

○ 주차별 강의내용
- 전체 강의는 이론(2주)과 분야별 강의(11주) 및 2번의 시험으로 구성
주

차시별 학습내용

강좌 운영 방법

1

(이론) 교과목 및 호서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소개

강의(25분)

오리엔테이션, 퀴즈, 질문방 Q&A

2

(이론) 사회봉사의 접근방법: 1365자원봉사 포털과 VMS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3

(이론) 사회봉사자의 역할과 태도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4

(분야) 노인 대상 봉사의 이해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동영상

5

(분야) 노인 관련 기관에서의 사회봉사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동영상

6

(분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봉사의 이해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동영상

7

(분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사회봉사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동영상

8

온라인시험(객관식, O/X)

중간고사

9

(분야) 의료기관의 이해와 사회봉사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동영상

10

(분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이해와 사회봉사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동영상

11

(분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해와 사회봉사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동영상

12

(분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해와 사회봉사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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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야) 기업사회공헌의 이해와 사회봉사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동영상

14

(분야) 국제사회봉사와 호서대학교 국제사회봉사

강의(25분)

퀴즈,질문방 Q&A, 동영상

15

기말고사

온라인시험(객관식, O/X)

○ 핵심역량
E(Enterpreneurship) : 비전과 뚜렷한 윤리의식으로 사회변화를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 성적평가 방법 :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60점 이상 PASS 및 1학점 부여)
- 지정된 날짜에 강의실에 도착하여 전자출결 실시하고, 시간 내 지정 강의실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도 결시처리
- 60점 미만 시 재수강(여타 구제 방법 없음)
○ 시험은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문제은행을 마련하였으며 O/X와 객관식을 혼합하여 출제하고, 온라
인 시험방식의 문제를 보완한 내년부터는 블랙보드를 통해 실시할 예정
○ 질의응답
- 두 가지 형태의 질문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음. 먼저 질의응답 게시판은 블랙보드 이용 및 출결 관련 기술
적 문제 전용 게시판으로 지정된 기초교양팀 내 멘토가 응답을 처리하며, 토론방은 강의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올리는 게시판으로 운영 교수와 강의멘토(강의당 1~2명 배치)가 답변처리함
○ 기타 운영 방식
- 사회봉사의 이해를 수강하면서 봉사활동 병행 가능(추후 학칙 개정으로 과목 이수 후 봉사방식으로 변경 검토
중)하며,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1~2회 실시

- 튜터는 강의참여 교수가 개별선발(기초교양팀내에서도 선발함)하며, 이들 중 헤드튜터를 지정하여 기초교양
팀과의 의사소통 등을 담당
- 선발된 튜터는 기초교양팀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

3) 사회봉사의 실천
○ 2019년 신입생부터 사회봉사의 이해와 별도로 사회봉사의 실천 과목 이수를 필수로 지정하여, 사회봉사
의 이론 학습과 실천을 연계하는 체계적 운영
- 사회봉사의 이해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운영되며, 사회봉사의 실천은 30시간 봉사 시 과목이수
- 사회봉사의 실천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Caritas 사회봉사센터에 사회봉사 계획을 제출한 후 봉사를 실
시하고, 봉사인증서와 함께 사회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

3. 향후 과제
○ 단과대별 특성화된 사회봉사 고려
- 6개의 강좌를 통해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의 이해 과목을 운영 중이나, 컨텐츠가 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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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소개와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학생들의 선호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한계
- 15주 강의에 모든 학과특성을 반영하기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적어도 단과대별 특성을 반영한 컨텐츠
제작은 고려할 수 있겠음(장기과제). 예를 들어, 경영대, 생명보건대, 공과대, AI융합대, 예체능대 등 단과
대별로 선호하는 봉사방식과 봉사기관 등을 조사하여 해당 동영상 컨텐츠 제작을 해당 단과대에 의뢰하
거나, 사회봉사의 이해 운영교수진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이를 강의컨텐츠로 보완하는 방식보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도록 기초교양학부 또는 사회봉사센터
에서 단과대별 봉사선호를 조사하여 교수진과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이 보다 더 유용할 것이라
는 의견도 있음
○ 사회봉사 계획과 결과보고에 대한 피드백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회봉사의 실천’ 이수를 위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 현실
적으로 어려움
- 현재 계획서에 대한 일부 피드백은 제공되고 있으나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이는 관련 직원의 증원/배치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방식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
는 사안
○ 운영방식 고도화
- 블랙보드 상 동영상 시청과 학교 출결시스템 간 연계가 아직 원활하지 않아 동영상 시청에도 불구하고
미출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신입생들의 블랙보드 등 시스템 적응이 완전하지 않아 과목 이수에 따른 민원이 기초교양학부에 몰리
는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출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Non-pass 될
위험이 높은 학생 비율이 높은 편
- 매주 강의별 튜터들이 출결체크 후 담당 교수에게 보고하고 위험군 학생을 구분하여 출결 독려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업무부담이 큰 상황
- 온라인 강의와 출결연계 시스템을 완벽하게 연동시키고 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시적인 위기관리(알림) 방
식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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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성욱 교수의 “사회봉사의 이해
- 교과목 운영 사례”에 대하여

김낙복(나사렛대)
이 발표문의 목적은 호서대학에서 인성필수 교양과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이해’ 교과목의 운영과
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교양교육에서 인성함양과 인재상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사회봉사의 이론과 실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룬 귀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의 사회봉사는 그동안 자선사업적 자원봉사로 축소하여 생각하는 경향에 주로 인적참여, 물적지원
활동 등에서, 최근에는 글로벌화, 지방자치화, 인공지능정보사회화, 초고령화와 초저출산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요구 및 사회봉사활동 다양화, 다양한 전문적 사회봉사 욕구의 증가에 따라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발제자인 김성욱 교수가 호서대학교는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사회참여 및 이해
를 증진하고 사회공헌적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필수 교양교과목으로 ‘사회봉사의 이해’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
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봉사기관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채 실시된 사회봉사는 자발적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 사회공익 기여라는 봉사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과목 개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봉사기
관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실시한 봉사활동이 봉사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점은 매우 중요하며 다른 대학의 사회봉사센터의 운영과 실천에 소중한 가이드라인
을 주리라 사료됩니다. 이제 호서대의 ‘사회봉사의 이해’ 교과목 개발・운영의 의의를 언급한 후에 글을 읽으면
서 함께 논의할 질문을 던져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측면에서 토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발제자가 소속한 호서대의 ‘사회봉사의 이해’ 교과목 개발・운영의 의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호서대의 교육목적은 “기독교정신 함양, 학술의 교수와 연구, 유능한 인재양성, 국가와 인류사회 공헌”
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Caritas 사회봉사센터의 사회봉사는 기독교정신의 함양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실천하고자 하는 일환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사회봉사활동은 단
순히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 인성함양과 사회문제참여 및 해결에 동참하여 사회공헌에 일익을 담당하는 인재
양성에 매우 적합하다고 본다. 이는 자기 성찰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유무형의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공헌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극대화하
여 ‘의미있는 삶’, ‘품격있는 삶’의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 추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본 논문에서 소개한 ‘이러닝강좌콘텐츠’ 차시별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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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및 사회봉사자로서의 기본역량 배양을 위한 지식과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회봉사의 이해’ 교
과목 학습내용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또한, 강의 핵심역량내용이 Enterpreneurship으로 “비전과 뚜렷
한 윤리의식으로 사회변화를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
이라 생각한다. 최근 사회적 기업을 주창하는 SK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핵심 기업경영철학으로 제시하고 있음
을 보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선도하고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데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과 배경 및 그 역할에 있어 이타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희망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필요를 넘어 보다 충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발제문의 향후 과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전
공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봉사에서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장하여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사회봉사활동 운영이 필요하다. 그동안 올바른 가치관이나 세계관
을 가지지 못하고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데 집중한 나머지 그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개인의 다양한 자산이 사회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주고 사
회적 가치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이익을 통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회봉사는 사회학 연구관련 학과나 졸업을 위해 취득해야할 학점 또는 시간 채우는 것으로 소극적
참여를 유도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이제는 토론을 위해, 봉사의 개념 확장과 영역 확대로 강의안
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향후 발전 방향을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봉사의 이해’ 교과목 내용 및 운영 방법에 있어, 학기초와 학기말 집체교육과 온라인강좌콘텐츠
내용을 확대 개편하고 나눔과 리더십 실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목적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1학년 강좌는 온라인 강좌로 운영하고 봉사활동 실천과 연계하며, 2-3학년은 전공 연계 나눔
과 리더십 실천으로 운영하거나, 강좌 내용에 있어서도 융복합적 사회봉사활동 매뉴얼로 리뉴얼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둘째, 4차산업혁명 시대에 봉사 개념의 확장과 영역 확대를 통해 전공과 연계한 봉사 학습, 즉 서비스 러닝
(service learning)

설계로 확대 강화하면 어떨까?

봉사 성격에 따라 문화 활동, 건강과 보건, 학습 및 교육, 가사 지원, 전공형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강화하여 수업과 연계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 연계성과 지역사회 요구를 상호 호혜성으로 지역공
동체에 필요에 맞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전문가로서의 봉사 실천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해외
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환경안전봉사활동, 장애인학습지원활동, 전공봉사활동 등으로 보다 확장적 개념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하여 책임있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섬기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 중심의 성장
적 성찰과 피드백으로 배움의 즐거움과 대학생활의 품격을 높이면 어떨까?
성찰이란 경험을 확인,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하여 의미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가는 내적 성숙 과
정이다. 성찰 기술은 봉사 활동 후 목표와 변화를 바라보며 누가, 언제, 어디에서, 왜, 어떻게 측면에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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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하기, 읽기,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찰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사회의 공공
이슈뿐 아니라 지구촌 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 자아개발 및 봉사능력 향상, 그리고 국가간 문화교류를 통
한 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책임있는 시민의식
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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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2-4 핵심역량 기반 교양영어 모델 운영

핵심역량 기반 교양영어 모델 운영

배경진(호서대)

1. 서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of Competencies)프로젝트 이후 대학의 전공 및
교양 교육에 있어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학은 설립 이념에 따라 인재상을 수립하고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 함양
을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한다.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선정된 핵심역량은 졸업 후 직업상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 능력 또는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능력으로 정의
되며, 이는 곧 급변하는 삶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역량 가운데 개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간주
된다(박채희, 윤성규, 조인희, 150).
역량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어 직업훈련 분야에서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윤혜정, 434). 역량이란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었으나 특정 직업이나 직무에 한정된 개념에서 탈피하여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
기 위한 광범위한 능력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4차 산업 혁명 글로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꼽은 2020년 기업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 1위는 복잡한 문제 해결, 2위 비판적 사고, 3위 창의력, 4위 사람관리, 5위
타인과의 조정이라면1) 앞서 언급된 1위~5위의 기술은 대학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로 환원되어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으로 재정의된다.
역량기반 교육은 대학교육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제대로 길러주기 못하며 학습자의 실질적인 능
력을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대두되었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역량의 개념이 주목을 받으면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학문적 지식을 넘어서는 능력습득이 요
구되었다. 역량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식 및 기술을 실제 주어진 상황에서 발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하는 것이라면, 역량기반 교육은 개인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
로 드러내고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고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이숙정,이수정 22) 역량기반 교

1) 세계경제포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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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은 학생들이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한 매우 상세한 분석을 통해 그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준비시키려
는 특징을 가진다.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단순히 교과지식을 축적하는 것 보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여 이러한 능력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역량기반 교
육이다(윤혜정 436).
현대사회의 지식의 급격한 팽창으로 모든 지식을 다 배우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어떠한 지식이 중요한지 분
별하고 자신에게 유용하도록 지식을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해 졌다. 오늘날의 대학은 학습자가 필요한 지식
과 기술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역량기반 교육은 구체적인 직업교육보다는 인간 행동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나 기술을 강조한다. 역량기반 교육은 전문지식을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발휘하는가와 연관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머릿속의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에서 요구
되는 지식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기존의 지식을 재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숙정,이수정 24-25).
교양교육과정은 핵심역량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목으로 교육과정 개편과 시행은 주로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져 왔다(윤혜경, 2013).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학부교육의 성과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교양교
육 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H대학교의 더:함교양대학은 2017년 대학교의 교양교육을 위한 독립된 전담기구로 설
치되었다. H대학교 교양교육의 목적은 인재 육성을 위한 기초역량을 심고 키워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재상
구현을 위한 핵심역량에 따른 교양교육과정 설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초교양(앎) 교과목인 대학영어강독1
의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수업 운영의 사례와 개선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H대학교 인재상와 핵심역량
H대학교의 인재상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대학교훈을 도전과 모험 정신인 벤처 정신으로 실천하며 기
독교적인 가치를 사회공헌을 통해 실현하는 “벤처정신을 가진 사회공헌형 인재”로 구현되고 이를 위한 대학 교
육의 4대 핵심역량은 TECH로 제시된다. H대학교의 핵심역량의 개념 및 하위 역량은 다음과 같다.
<표 1> H대학교 인재상와 핵심역량
인재상

벤처정신을 가진 사회공헌형 인재

핵심역량

하위요인

협업역량
(Teamwork)

선도역량
(Entrepreneurship)

창의성
(Creative Thinking)

-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 전문성, 자기 관리
- 비전과 뚜렷한 윤리의식으로 사회변화를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문제를 발견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해결방안을 착상하고 현재 상황을 혁신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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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Hands-On Learning)

- 정보기술 활용, 자원 관리
- 현장에서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직무에 적용하는 능력

2.2 협업역량 기반 대학영어강독1
H대학교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대학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교육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대학영어강독1는 4대 핵심역량 TECH 중에서 T(Teamwork) 협업역량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갖는 교양교
과목으로 설계되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협업역량을 기르는 것을 교육 목
표로 삼는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두 가지 교육 목표는 대학영어강독1의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영작활동”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학생들은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료들
과 주제에 관해 함께 토론하고 영작함으로써 영어 읽기와 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해 영어 작문이라는 공동 결과물을 만든다. 기존의 영작활동이 텍스트를 읽고 정리하여 요약하는 분석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활동이었다면 “협업역량강화를 위한 영작활동”은 주제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논의하고 영작
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영어 표현을 습득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사고력과 통찰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토론과 공동 작업을 통해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협업역량강화를 위한 영작활동”은 협업역량이 교과목을 통해 꾸준히 개발될 수 있도록 15주차에 걸친 수
업에 3회 이상의 활동으로 운영된다. “협업역량강화를 위한 영작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두 가
지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다.
<표 2> (1) “협업역량 향상이 드러날 수 있는 단계별 영작활동”
항목

점수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영작활동 #1
Brain Storming

pass/fail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영작활동 #2
Topic Sentence와 Supporting Details 구성

pass/fail

1점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영작활동 #3
Paragraph 완성

동료평가

1점

교수평가

3점

합계

5점

<표 3> (2) “협업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영작활동”
항목

점수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영작활동 #1
Unit 2 Bright Ideas: “기발한 발명품을 소개합니다”

pass/fail

1점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영작활동 #2
Unit 4 Jamie Oliver 테드 영상보고 댓글 달기

pass/fail

1점

교수평가

3점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영작활동 #3
Unit 6 Information is Beautiful: Interesting and Useful Infographics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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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1)

협업역량 향상이 드러날 수 있는 단계별 영작활동은 특정 주제에 대해 팀원들이 논의하고, 정리하고, 문

장을 만들고, 이를 모아서 문단을 완성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함으로써 완성된 공동 결과물을 향해 단계
별로 필요한 협업역량을 점차적으로 개발하도록 지도한다. 아이디어 회의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나 제안을 분명
하게 말하고 이해하는 역량과 팀원들의 아이디어와 공헌을 건설적으로 내세워 팀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
량에 중점을 둔다. 문장을 구성하고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여 팀 활동에 기여
하고, 팀원들의 임무를 지원하는 역량과 팀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협업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영작활동”은 학생들이 단계별로 협업역량을 개발하기 보다는

우선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건설적인 팀 분위기를 조성하며 협업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매번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
업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점 만점에 5점이라는 매우 적은 배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역량활동을 학점과 연계하는 데에는 특히,
협업활동의 과정과 결과물을 학점과 연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지방 사립대학교 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역량 연구에서 핵심역량과 학점과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
는 역량기반 교양교육이 학생들의 학점과 성적 위주의 학부교육 관리에서 벗어나 핵심역량 중심으로 관리되어
야 함을 드러낸다.(박채희, 윤성규, 조인희, 151).
학점과 핵심역량의 개발이 독립적으로 때로는 별개로 관련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양영어프로그램
에서는 비교과활동으로 대학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아 핵심역량 강화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학영어강
독1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경진대회 참가 지원자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협업역량강화를 위한 영작활동”
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진대회에 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교과서에서 선정된 주제에 따라 교과서를
들고 논의하며 “협업역량강화를 위한 영작활동”을 하는 참가자들은 학점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던 핵심
역량 개발의 성취를 경진대회를 통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핵심역량 강화활동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학생 자
신의 잠재력을 발휘 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역량기반 교육이 필요하
며 중요함을 보여준 계기였다.

2.3 역량교육의 효과와 질 개선
역량기반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량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역량교육과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학기 말 리뷰보드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과목 운영보고서, 강의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학기 워크숍에 반영하여
역량기반 교양교육의 효율성과 질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 대상으로는 1주차 핵심역량 사전검사와 14주차 핵심역량 사후검사를 통해 핵심역량개발 여부를 진
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수업 중에도 “협업역량강화를 위한 영작활동” Writing Rubric 또는
조별활동 평가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항목에 따라 협업역량에 대해서 본인 또는 팀원 평가를 함으로써
본인이 갖추어야 할 협업역량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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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본인 평가
협업역량

팀활동 기여

아이디어나 제안의 장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팀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적인 기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여 팀 활동에 기여하고, 팀원들의
임무를 지원한다

팀분위기 조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부여를 통해 건설적인 팀분위기를
조성한다

팀원의 참여
촉진

팀원들의 아이디어와 공헌을 건설적으로 내세워 팀원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갈등 해결

팀의 단결과 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여 갈등
을 관리하고 해결한다

매우 낮음
1

2

보통
3

매우 높음
4

5

<표 5> 팀원 평가
팀원 이름

• 아이디어 제공능력, 정보 제공능력, 질의응답 대처능력
• 리더십, 과제해결의 적극성, 문제 해결안 제시능력
• 모임 참여도, 영작 활동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 주관식으로 평가

1.
2.
3.
4.

3. 결론 및 제언
“협업역량강화를 위한 영작활동”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극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계되었지만, 학생들이 협업역량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량개발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에 대한 모색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하다.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역량개발과 교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수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양 수업개요와 학습목표에
있어서 핵심역량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정의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야만 학습자도 교수자도
수업중 이루어지는 다양한 읽기 전 활동, 읽기, 읽기 후 활동 등에서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끊임없이 환기받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양교육의 목표가 대학의 인재상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 함양에 있지만, 거의 모든 대학
들이 핵심역량과 교양교육과정을 연결시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양교육과정이 대학의 핵심역량과 어떻
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박혜정, 81) 역량기반 교양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은 수업개요와 학
습목표를 역량기반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과 수업활동도 중요하겠지
만, 이러한 활동을 평가할 적절한 평가도구의 개발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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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핵심역량 기반 교양영어 모델 운영

이희구(중원대)
H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학교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잘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의사소통역량인 대학영어가 “협업역량”(Teamwork)의 한 영역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전체적 학교 특성화(TECH)
와도 잘 어울립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교과과정을 보면 협업역량 개발을 위
해 읽기 영역보다 글쓰기 영역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영어능력보다 영작문과 “협업역량“
만을 연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5주 수업에서 영작문을 위한 3주만 할당한다면 핵심역량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읽기와 쓰기 모두에서 과제 중심의 협업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역량 개발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15주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 (확대하루 수 없는) 이유나 상황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궁금한 것은, 수업 내용과 수업 활동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제시하신 수업은 대학영어 수업의 내용보다는 이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5주 수업에
다루는 교재의 내용이 협업역량을 키우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교과와 비교과 연
동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교과는 협업이라는 중요한 역량에 대한 수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교과는 이를
“대회”형식으로 다시 반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과는 교과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역량을 위한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일반적인 영
어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은퇴한 이세돌의 말처럼 인공지능이 대체한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구글번역의 놀라운 발전에서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영어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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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 운영 방안

윤재연(호서대)

1. 역량기반 교양교육과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역량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각 대학은 대학의 기능과 목표를 성찰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
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도 교양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학 교양교육은 그 새로운 방향으로서 역량기반 교양교
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각 대학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호서대학
교의 더:함교양대학에서도 기초교육 교과를 중심으로, 역량기반의 균질화된 교육의 제공을 목표로 각 교과목
을 운영하고 있다.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은 더:함교양대학의 기초교육 교과 중 하나로, <글쓰기와 커뮤니케
이션>의 핵심 역량은 ‘협업역량’1)과 본질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
식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창의력과 비판적 분석 능
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달은 각종 지식과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공유를 가능케
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
므로, 정보의 융합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해서 사회의 다양한 논제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잘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소통의 한 방식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창조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
션>은 현재의 시대 요구에 근본적으로 부합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으며,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자신
의 생각을 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전달하는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글쓰기를 중심으로

1) 호
 서대학교에서 추구하는 4대 역량은 협업, 선도, 창의, 자원관리 역량으로, 이 가운데 협업역량은 공동체 의식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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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협업 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창조적 사
고력과 비판적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 이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본 교과의 핵심적인 과
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에 있으므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역량은 호서대학교의 4대 역량
가운데 ‘협업역량’이 그 중심 역량이 되며, 이에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협업역량 강화
를 위한 실제 수업 방안으로서 ‘토론과 글쓰기’를 운영하고 있다. 본 발표를 통하여 해당 수업의 구체적인 수업
계획과 운영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2.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 설계와 운영
2.1.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수업 설계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에서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활동으로 선택한 것은 집단 토의 및 토론을 통
한 내용 마련과 공통 개요 작성, 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이다. ‘토론’의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토론이 상호 간
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설득이라는 점 때문이다.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교과목 학습 목표는 문제 발
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사고력을 신장시켜 타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하는 데 있다. 토론 참여자 간의 소통을 통해 학습자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
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또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 의해 즉각적인 비판을 받게 되
므로, 학습자는 자신이 놓친 논리의 문제, 결함, 한계 등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팀원 간의
논의를 통해 이를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는 전체적 진행 과정이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며, 최
종 결과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수업은 글쓰기의 과정과 방법 및 패
턴을 익힌 뒤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현재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
과 글쓰기’는, 글쓰기의 기본 이론 수업을 마친 후인 9~11주차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전체 구성
은 총 3주간 진행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때 수업은 반드시 3주 연속으로 진행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호
서대학교의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은 주차별 2교시로 진행되며, 각 교시는 50분 수업이므로, 협업 활동 가
능 시간은 100분이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의 시작과 마무리에 소요되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로 한 주당 협업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총 90분 정도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1>, <표2>와 같다. <표 1>은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요약적으로 보인 것이고, <표 2>는
<표 1>의 ‘활동 구성’ 부분을 주차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1>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활동 개요
내용
명칭
운영 방법

508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모둠 활동

세션 12 주관교 세션

비고

3회

- 3주 연속 진행 필수
- 전체 15주차 중 9주차 이후로 구성

100분/주차

- 주차별 2교시, 교시당 50분

활동 구성

1. 모둠 구성 및 모둠별 찬/반 팀 구성
2. 팀별 토의 및 찬반 토론
3. 개요 작성 (팀별 공통 개요서 작성)
4. 글쓰기 (개인별)
5. 평가와 마무리

- 활동지 배포 및 작성

성적반영

8점

진행횟수
시간

<표 2>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주차별 활동 내용
주차

1

내용

모둠 구성 및 토의ㆍ토론

세부 사항

시간2)

- 6~8명 규모의 모둠 구성 및 찬성/반대 팀 결정

10분

- 팀별 토의

40분

- 조별 토론

40분

비고

토론지 준비

2

공통 개요 작성

- 논의 보완
- 팀별 공통 개요 작성

45분
45분

개요지 준비

3

글쓰기 및 평가

- 개인별 글쓰기
- 활동 평가와 마무리

70분
20분

원고지,
평가지 준비

2.2.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수업 운영
2.2.1. 1주차 수업 운영 및 유의 사항
협업역량 강화 활동 1주차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모둠 구성 및 토의ㆍ토론’이다. 조 구성은 조의 총 인원이
6~8명이 되도록 구성하고, 각 조별로 찬성/반대 팀을 나눈다. 이후 팀별 토의 및 조별 토론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팀별 토론지도 작성하도록 한다. 1주차에 이루어지는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유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 구성
본 수업에서의 토론은 교차조사식 토론(일명 CEDA 토론)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3) 다만, 교차조사형 토론에
서 각 팀은 2명으로 구성되나 본 수업의 조는 6~8명으로 구성하여 한 팀의 인원이 3~4명이 되도록 한다. 이

2) <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주차별 총 수업 시간은 100분이지만, <표2>의 ‘시간’ 부분의 주차별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합이
‘90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표2>의 ‘세부 사항’에서 수업 시작과 마무리를 생략하고 기술하여 이때 소요되는 10
분이 총 수업 시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3) 아
 카데미형 토론으로 주로 활용되는 토론은 교차조사식 토론과 칼 포퍼식 토론이다. 교차조사식 토론의 각 팀은 2명으로 구
성되고, 칼 포퍼식 토론은 한 팀이 3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본 수업의 토론은 구성원 수로 보면 칼 포퍼식 토론에 더 가깝
다. 하지만 칼 포퍼식 토론은 한 팀의 제1 토론자가 ‘입안, 교차조사’, 제2 토론자가 ‘반박’, 제3 토론자는 ‘교차조사, 반박’을 맡
게 되어 한 팀의 구성원이 발언 순서에 따라 각 역할이 다른 데 비해, 교차조사식 토론의 경우 각 팀의 구성원이 발언 순서에
상관없이 ‘입론, 교차조사, 반론’의 세 부분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 수업의 토론은 교차조사식 토론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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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론 주차에 결석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본 수업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팀별 ‘토의’를 실시
하고, 이로써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충분히 마련한 뒤, 토론을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한 팀
의 구성원이 2명인 경우, 팀에 결석생이 생기면, ‘협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한 팀의 인원이 3명은 되도록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한 팀의 구성원이 너무 많은 것도 그리 좋지 않다.4) 아무래도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토의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따라서 한 팀의 구성원이 너무 많은 경우 토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또 조를 짜고 팀을 결정하는 과정은 대체로 10분 이상 소
요되므로,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 시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실제 수업에서는 조
는 수업 전에 미리 짜 두고, 수업 시간 내에는 팀을 결정하는 데만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수업을 더 효율적으
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 토의
조별로 찬성/반대 팀을 나눈 뒤에는 토론의 주제를 공개한다.5) 토론의 주제를 찬/반 팀 결정 후에 공개하는
이유는, 주제를 먼저 공개하는 경우, 각 조의 두 팀이 찬/반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고, 본
인들이 원하는 입장을 선택하지 못한 팀의 반발이 다소 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찬성/반대 팀을 나눈 뒤에는 팀별로 토의를 시작한다. 토의는 본인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리를
마련하는 시간이다. 각 팀의 구성원은 본인들이 왜 그러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상호 논의를 통해 주장의 이
유를 찾고, 그 구체적인 근거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
어 ‘이유’와 ‘근거’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근거를 제
시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 가정 등의 ‘이유’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지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보다 합리적인
주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3) 토론
찬성/반대 팀별로 상호 토의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들을 마련하였다면, 조별 토론을 진행
하도록 한다. 이때 토론은 상대의 논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기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
에서 빈약한 점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 글
 쓴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각 팀원의 인원은 최대 5명은 넘기지 않아야 조별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
로 보인다.
5) 2019-2학기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은 총 34개 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총 7명의 교수자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토론 주제는 대체로 한 분반에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분반의 성격에 따라 다른 주제를 주고 있으나, 교수자에 따라서 분반
내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골라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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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교차조사식 토론의 방식6)을 참고하되, 그 엄밀한 절차를 따르지는 않는다. 교차조사형 토론은
‘입론, 교차조사, 반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토론으로, 입론과 교차조사가 끝난 뒤 반론의 시간이 주어지고,
발언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게다가 ‘입론’, ‘교차조사’ ‘반론’은 모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되므로, 매우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러한 엄밀한 절차를 따르지는 않는다. 토론은 다소 느슨하고 자
유로운 방식으로 진행해도 된다. 이는 핵심역량 강화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토론의 절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모으고,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교차조사식 토론의 방식을 간단히 안내하되, 이를 꼭 따를 필요는 없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된다.
이를테면, 양 팀이 번갈아 가며 한 번씩 발언 기회를 갖도록 하는 식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다. 먼저 찬성 팀
구성원 중 한 명이 자신이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를 얘기하면, 반대 팀 구성원 중 한 명이 그 주장에 대한 약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 찬성 팀에서 바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반대팀 중 한 명이
‘주장’, 찬성 팀에서 이에 대한 ‘교차조사’, 반대팀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해
도 된다. 이때 교수자는 한 사람이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토의ㆍ토론 과정은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에서 일종의 ‘내용 마련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혼자서
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 생각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보다 쉽게 떠오를 수 있다. 또 함께 논의하며
자료를 찾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보다 견고하게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를 찾게 된다. 팀원들이 서로 머
리를 맞대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홀로 고민을 할 때보다 사고의 폭도 확장될 수 있다. 또 토론을
통해 자신의 논리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지므로, 논리의 오류를 점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무
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발견하는 값진 경
험을 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활동지(토론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연습도 함께 하게 된다.
2.2.2. 2주차 수업 운영 및 유의 사항
협업역량 강화 활동 2주차는 지난 시간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 팀의 약점을 보완한 뒤, 전체적인 개
요를 작성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주차에 이루어지는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유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보완
1주차에 이루어진 토론은, 궁극적으로 본인 논리의 약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토론 과정에서 반론 제시에

6) 교차조사식 토론은 <A팀 토론자1 입론 → B팀 토론자2 교차조사 → B팀 토론자1 입론 → A팀 토론자1 교차조사 → A팀 토
론자2 입론 → B팀 토론자1 교차조사 → B팀 토론자2 입론 → A팀 토론자2 교차조사 → B팀 토론자1 반론 → A팀 토론자1
반론 → B팀 토론자2 반론 → A팀 토론자2 반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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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곧 자신의 논리에 약점이 없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따라서 토론을 마친 뒤에는 자
신(팀)의 논리를 보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편 1주차에는 ‘조 구성, 토의, 토론, 활동지 작성’을 한꺼번에 해
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체로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주어진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활
동지(토론지) 작성을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 토론을 미처 끝내지 못한 조도 생긴다. 따라서 개요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에 2주차 첫 교시에는
지난 토론에서 지적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논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팀별로 추가 토의의 시간을 준
다. 한편, 1주차에 ‘이유’와 ‘근거’의 구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에도, 여전히 이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들이 반
드시 나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지도해야 한다.
2) 개요 작성
논의 보완이 마무리된 뒤에는 같은 팀끼리 공통 개요서를 작성하도록 하다. 개요 작성은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글을 쓰기 위해, 구체적인 ‘표현’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학생들은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과 관련
한 이론 수업에서 이미 ‘글의 구성과 개요’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글의 구성 원리와 방법을 학
습하고, 개요 작성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론으로만 들어서는 실질적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
지 못한다.7) 그리고 지난 시간 토의와 토론의 결과물은 겨우 글의 ‘본론’에 들어갈 내용이 마련된 것에 불과하
다. 이들을 어떤 순서로 논리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서론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결론은 어떤 식으
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글을 쓰기에 앞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며, 이 또한 개인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다. 따라서 개요도 팀원이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학생들은 개요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개요와 글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
이 많다. 학생들이 작성한 개요는, 글에 들어갈 모든 내용이 다 기술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다. 그리
고 이 경우, 최종 글과 개요의 내용은 똑같게 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이 시간에 개요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
지 일일이 점검하면서 고쳐 주어야 한다. 지난 학기 자료나 먼저 끝난 반에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미리 확
보하여 예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2.2.3. 3주차 수업 운영 및 유의 사항
협업역량 강화활동 3주차에는 각 팀별 공통 개요를 작성으로 개인별 글쓰기와 평가 활동을 진행한다. 글쓰
기 분량은 750자~800자, 글쓰기 소요 제한 시간은 50분(최대 70분)8)이다. 평가는 정해진 평가지를 제공하여
조원 상호 평가와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7) 물론 그러한 점은 ‘내용 마련 단계’도 마찬가지이다. 1주차의 활동은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 중, ‘내용 마련 단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8) 글
 쓰기 소요 시간을 50~70분으로 한 것은, 글을 쓰는 데 걸리는 시간에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은 지
금까지 수업에서 이렇게 긴 분량의 글을 쓴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정해진 50분 안에 글을 완성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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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쓰기
지금까지 모둠별로 진행했던 활동 결과는 글쓰기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글쓰기는
원고지 쓰기로 진행하며, 개인 글쓰기로 진행한다. 글을 원고지에 쓰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분량 제한을 쉽
게 확인하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교수자 입장에서는 띄어쓰기 오류, 문단의 구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자판에 익숙하기도 하고,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학생들이 글을 쓰기에 앞서 교수자는 원고지 작성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것은 온점, 쉼표, 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 위치, 숫자 표기, 띄어쓰기 등이다. 학생의
글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오류는 각 줄 첫 칸의 들여쓰기인데, 교수자는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지시킬 필
요가 있다. ‘들여쓰기’는 문단의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들여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글
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들여쓰기는 문단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쓴다는 점은 이미
수업 시간에도 누차 강조된 부분이다.
2) 평가와 마무리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의 총 배점은 8점이다. 그중 3점은 학생들의 참여도 점수로 부여하며,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한 평가지 점수를 바탕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점수는 최저 1점, 최대 5점으로 쓰도
록 하고, 소수점 이하 점수는 쓰지 않도록 한다. <표3>은 상호 평가 기준, <표 4>는 자기 평가 기준이다. 평가
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했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해 봄으로써 협업 활동의 가치와 의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물론 설문 결과는 추후 협업역량 강화 활동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로 사
용될 수 있다.
<표 3> 협업역량 강화 활동 ‘상호 평가’ 루브릭
상호 평가
1

팀원의 참여 촉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안함으로써 팀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

2

기여도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 팀 활동에 기여한다.

3

분위기 조정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하여 팀 분위기 조정에 기여한다.

4

갈등 해결

의견의 충돌을 조율하여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함으로써 팀 단합에 기여한다.

점수

<표 4> 협업역량 강화 활동 ‘자기 평가’ 루브릭
자기 평가
1

내용 생성

혼자서 글을 쓰는 것보다 협동하여 글을 쓰는 것이, ‘아이디어의 생성,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도움이 되었다.

2

내용 구성

혼자서 글을 쓰는 것보다 협동하여 글을 쓰는 것이, ‘글의 내용을 조직하기’에 도움이 되었다.

3

기타

※ 상기 1,2번 문항의 대답이 1~2점인 경우, 그 이유를 적을 것.

점수

2019-1학기에는 상기 ‘자기 평가’를 구글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1], [그림 2]는 그 결과 중, 한 개 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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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문 결과를 보인 것으로, 협업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9)

[그림 1] 자기 평가 결과_내용 구성 (2019-1학기)

[그림 2] 자기 평가 결과_자료 수집 (2019-1학기)

3.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과 글쓰기’ 수업 의의와 전망
지금까지 호서대학교의 기초교양 과목인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교과를 대상으로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
는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소통
의 방법을 습득하고,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은 대학 교양교육의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
이다.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협업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분
명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사고의 논리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
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배울 수 있다. 이로써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
통형, 참여형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수진(2013). “논증적 글쓰기와 교육 토론의 통합 수업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7(6), 한국교양교육학회, 69-100.

9) [그림 1], [그림 2]의 평가 문항은 <표 4>의 설문 문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항 순서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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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협업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문

정수현(건국대)
본 발표는 더:함교양대학의 기초교육 교과로서의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이 ‘협업역량’을 중심 역
량으로 하는 데 필요한 ‘토론과 글쓰기’ 수업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그 의의와 성과를 다져보는 데에 중심을 둔
발표로서, 자세하게는 구체적인 수업 계획과 운영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소개하고 있고 발표문을 통해 그 내용
을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발표문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한 점과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업 설계와 운영_1주차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의 ‘협업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주차의 ‘토의와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
견을 듣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세워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런데 ‘토의’에서 조별로 찬성과 반대 팀을 나눈 후에 토론의 주제를 공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입장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수업 설계
로서는 ‘연습 토론’의 과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토의와 토론에 숙달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주제를 먼저 공개하고 주제의 찬반 입장에 대한 숙고 시간을 준 후에 찬성과 반대 팀을 (본인의 입장과 고려
하지 않고)

선택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한 후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배정받아도 덜 혼란스

러워할 듯한데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수업 설계와 운영_2주차
글 작성에 앞서 진행하는 ‘개요 작성’을 ‘개인 개요서’는 없이 ‘공통 개요서’만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공
통 개요서’를 협업을 작성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글을 작성하는 데에 ‘공통 개요서’의
내용에 이끌려 그 구조와 표현이 매우 비슷해집니다. 물론 개인적인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과정이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과정은
개인 평가의 성격이 있으므로 1주차의 과정 이후에 개인 개요서를 미리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팀원들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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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시 이를 공통 개요서에 반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개인의 글쓰기 능력 향상과 더불어 협업 역량을 증
진시키는 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3. 이외의 것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 ‘협업 역량’에서는 토론의 절차나 형식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으나 ‘토론’ 수
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교차조사 토론과 아카데미식 토론에 대해 이해를 잘하기는 어려웠고, 토론
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논제를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해 양측 입장을 정리해 보는 과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도를 바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교재에 이런 내용일 충분치 않은데, 이
후의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도 이번 학기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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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3
FD(교수개발)

● 세션 13-1 보다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학사지도(Academic Advising)를 위하여
/ 김은영·도경선

● 세션 13-2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경험과

대학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 김은주

● 세션 13-3 창
 의적 문제 해결과 비평적 사고
- 교과목 재설계 및 평가 도구

/ 민춘기

● 세션 13-4 교
 양기초교육에서 교수개발(Faulty Development)의 쟁점
- 외부로부터의 도전 vs. 내부로부터의 성찰

/ 박일우

세션 13-1 보다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학사지도를 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학사지도를 위하여

김은영, 도경선(연세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교수의 역할은 연구와 교육이며, 그 교육은 강의라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교수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관심은 상당부분 강의 컨텐츠의 내용과 구성, 이의 전달 효과를 높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1).
최근 들어 강의환경 외에 학생들을 만나 교육하는 학사지도에도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수들
에 대한 평가에서 학사지도와 봉사 부분은 대개 10%~20%정도에 머물고 있다(나민주, 2010). 학사지도는 대학교
육에서 여전히 저평가된 영역인 것이다.
학사지도(Academic Advising)는 학생과 교수의 상호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
하여 학생의 학업적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의 영역이다. 학생들이 강의실
안팎에서 교수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학생의 학업적 성취 및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할 때,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서 학사지도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학사지도 과정에
서 교수에게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지켜보는 데서 얻는 내재적 보상은 매우 클 수 있다. 그
리고 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여러 자원을 알려주고 이의 활용을 함께 의논하는
학사지도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의 지속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2)
하지만 연구와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교수들에게 이러한 학사지도는 부담스러운 추가 과제로 여겨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효과적이고 교육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학사지도를 교육의 요소로서 합당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접근이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만나 학사지도를 해야 하는 교수들이 학사지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교수들이 학사지도를 수행하며 이의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사지도의 목표와 의
미, 그리고 학사지도가 학생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사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

1) 서
 울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의 예비교수자 양성과정을 보면 3회차 20시간의 과정 중에서 강의자료 작성, 강의전달, 학생들을 수
업에 참여시키는 방법, 평가방법 등이 16시간, 교수자의 교육철학 탐색 2시간, 상담기법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s://
ctl.snu.ac.kr/ko/information/notice/view/3400
2) 로
 버트 알렉산더 외. 『교수를 위한 학사지도 안내서』, 김은영·손은경·신자영·지용승 역, NACADA Pocket Guide 18
e-Book, NACADA Publication, 2017, 4쪽 https://my.nacada.ksu.edu/Resources/Store?catego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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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와 준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1. 학사지도(Academic Advising)란 무엇인가?
학사지도란 학생에게 대학에서의 학업과 대학생활 관련하여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생애목표 설정 및 이의 실천을 이끌어주는 통합적 교육과정이다. 전미(全美)학사지도협의체(National
Academic Advising Association, 이하 NACADA)의
(curriculum)을

학사지도 개념(NACADA, 2006)에 따르면 학사지도는 교육과정

지닌 실질적인 교육(pedagogy)으로, 학사지도를 통해 기대되는 교육성과(learning outcomes)를

갖는다. 즉, 학사지도는 강의와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teaching)과 학습(learning)의 교육 과정이며
대학에서 교수가 수행해야 하는 교육의 한 부분이다.
학생들은 학사지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 학습의 목표, 희망 진로를 구체화하고, 스스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며,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이러한 점들이 학업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학사
지도는 배움의 과정으로, 학생은 학사지도교수를 조력자로 삼아 학사지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
의 통합적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Lowenstein(2014)은 학사지도를 변용적
(transformative)이라고

설명하였다.3)

미국에서 학사지도의 전문화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학사지도 및 학생 상담은 고등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였으나 시대별 고등교육의 목표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정치, 사
회, 경제, 문화적 요구의 증가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전달 체계와 교수의 역할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보다 전문화된 학생 지원제도도 생겨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학사지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사지도가 행정직원의 업무로 여겨진 적도 있었고 전임교수가 여전히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걸쳐 전문화된 교육의 역할로 상당부분 전환되었다.
Crookstone(1972)은 학사지도가 “단순히 수강할 교과목을 고르고 시간표를 구성하는 행위보다 훨씬 복잡
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학사지도가 처방적인 성격에서 발달론적이고, 학생중심적인 접근으로 변
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마치 의사와 환자의 관계처럼 학사지도교수가 학생의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학생들이 이에 따르기를 기대하는 처방적 성격의 학사지도에서 벗어나서, 학생과 교수는
책임의 공유,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상호대화를 통해서 학생을 전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학생의 개인적, 직
업적 결정 뿐 아니라 사고 과정과 대인관계에서의 상호 작용에도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
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O'banion(1972)은 학위 프로그램, 수강과목, 시간표 선택과 같
은 처방적 활동에 앞서 학사지도교수와 학생이 생애 목표 및 직업 목표 탐색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발달론적
주제에 대해 논의해야 함을 주장했다.

3) 2
 014년, Marc Lowenstein은 ‘통합적 배움으로서의 학사지도 이론’을 제시하면서(https://dus.psu.edu/mentor/2014/08/
toward-a-theory-of-advising) 학사지도의 본질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학사지도를 통
한 배움은 통합적으로 학생이 큰 틀에서 자신의 교육을 바라보고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며, 따라서 학사지도는 교류적
(transactional)이 아니라 변용적(transofrmative)이라고 하였다. 테리 파, 레이 커닝햄 편저, 『학사지도 핵심 역량 지침』, 지
용승·김은영·손은경 역, NACADA Pocket Guide 23 e-Book, NACADA Public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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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도는 가르침과 배움(teaching and learning)의 과정이라는 관점도 최근 지지를 받고 있다.
Lowenstein(2014)은 통합적 배움의 과정으로서의 학사지도 이론을 제시하며 학사지도를 이론과 실행으로 구
성된 고유한 영역으로 파악하였다. 학사지도는 학사지도교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대학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에서의 개인적 목표를 찾아나갈 수 있게 도
와주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인 것이다. 학사지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의 조직과 제도를 탐색하
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전반적인 교육목표 및 계획에 학업적, 개인적, 사회적, 그
리고 정서적 성장 및 발전을 접목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Hunter & White(2004)가 설명한 바와 같이 학사지도는 “선생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하게 하는 캠퍼스 내의 유일한 제도적 노력”이며, 이점이 바로 학사지도가 갖는 잠재력의
근원이다.4) 학사지도는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므로 학사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Habley, 2005).

2. 학사지도에 대하여 학생들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제의 학사지도를 원하는가? 이에 대한 축적된 국내 자료로는 연세대
학교 학부대학의 면담 목적 분석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학사지도 전문화와 학사지도 개념에 대한
정리는 연세대학교가 1999년 학부대학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에서는 입학과 동시에 전공단위별 학사지도교수를 1학년 지도교수로 배정하고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개별 학사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사지도의 효과는 자발적으로 면담을 신청하여 찾아오는 학생이 해마
다 전체의 80%에 이르고 학생당 평균 개별 면담횟수가 연 2.4회 이상이며, 학사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
점(5점만점)을 상회하는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5)
연세대학교는 포탈 시스템을 통해서 면담을 관리한다.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면담을 원할 때는 포탈에서 일
정, 시간을 지정하고, 면담목적 창에서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여 면담 신청을 한다. 면담 목적을 주관식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입학유형, 수강과목, 지금까지의 성적,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의 개
인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학생이 면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한다.
면담 후에는 상황을 포탈에 기록하여 추수 지도 및 면담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사지도 면담을 한다.
<표 1> 학사지도 목적
목적
학업 및 수강지도

세부 내용
학업계획
재수강
학습 부진/향상

교과과정 및 내용
수강철회

수강신청 및 변경
계절학기

4) 레
 이 커닝햄 편저, 『학사지도란 무엇인가?:학사지도 입문』, 신자영·지용승·김은영·손은경 역, NACADA Pocket Guide 22
e-Book, NACADA Publication, 2018. 11쪽
5)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2017학년도 1학년 대학생활 실태 분석 자료집』, 2018.

보다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학사지도를 위하여

523

전공 및 진로지도

대학생활지도

학생지원

전공지도
교직
전공신청/진입

진로지도
대학원/유학

다중/연계/부전공
소속변경

대학생활계획
해외파견프로그램
휴학/복학
대인관계

RC교육
인턴십
자퇴
심리적 문제

과외활동(학회, 동아리, 봉사)
병역
일반학칙

추천서
부직

교내기관연계
학자금융자

장학금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의 ‘1학년 교육경험 분석(First Year Experience Assesment)’6) 자료에 따르면 개별 학사지
도의 목적은 수년간 학업 및 수강지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를 대학생활 지도, 전공 및 진로지
도, 학생 지원의 순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전공 및 진로지도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순
서가 역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상황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학사지도 목적의 연도별 추이

면담 목적의 범주들 속에는 매우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담당 학사지도교수를 찾
아오는 목적은 이보다도 더 다양하다.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학업과 진로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있을 수
있는 모든 주제를 가지고 개별 면담을 한다. 학교의 제도나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질
의하는 학생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도 있다. 학사지도교수는 찾아오는 학생들의 문제
에 최선과 최적의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질 높은 지도를 위해 학사지도교수는 학위 프로그램, 각 전공
및 교양 교과과정, 필수/선택 요건에 더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와 비전, 정책 및 규정, 행정 체계, 연계 부
서 및 기관을 파악하고, 나아가 대학의 외부 환경,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 학생에게 통합적 배움

6)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는 매년 신입생 현황 자료와 대학 1학년 교육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학생지도와
1학년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해 오고 있다. 2000년 신입생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1학년 교육경험 분석(First Year Experience Assesment)’이라는 명칭으로 체계화 되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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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검색 몇 번으로 무수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대에, 학사지도는 개별 학생에
게 의미 있는 정보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학생과 함께 선별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개인적인 성장 계획을 마련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학사지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학사지도의 목표는 학생이 대학에서의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며 이를 자신의 성장과 미래 준비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이러한 성장을 위한 대학생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성찰 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다. 학사지도의 주요 내용도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대학에서의 공부, 진로준비, 이를 위한 대학생활 계획 수립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1) 대학에서의 공부
학사지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공부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며, 이와 연결된 주제들로는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대학공부의 의미에 대한 성찰, 대학공부와 관련 제도
의 이해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그 대학의 교육목표를 토대로 구성된다. 혹은 적어도 이
를 지향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의 교육목표는 홈페이지 대학 소개글에 적혀있는 보
기 좋은 구호로 스쳐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학공부의 의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면 학생들
은 배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고려에 이르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교양기
초영역 교육과 관련하여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이 널리 이용하는 강의정보공유 싸이트와 가까이
에 있는 선배들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꿀강’이라거나 교수자가 성적을 잘 주는 ‘뿔몰’ 과목을 추천해준다.
또한 발표자가 개별 면담에서 만난 신입생들은 ‘1학년이라 교양만 주로 들어서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거나 ‘수
업이 고등학교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깊이 있게 배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외워서 시험을 본다’
고 얘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학생들의 이러한 교양교과목에 대한 낮은 인식은 국내 대학생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어서, 대대적 교양교육 개편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 2015년 발표한 중간평가7)를 보면 교양교과의 출석이
나 수업에 기울이는 노력의 편차가 심하고 다른 교과목에 비해 덜 진지하게 인식하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
거나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사지도
는 학생들에게 명확한 교육적 의도를 바탕으로 단순한 교과목이 합이 아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길
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대학의 교육목표가 무엇이며 실제 교과목 체계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구
성되었는지 이해시킬 수 있다면 이는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 전망을 제공하여 매학기 교

7) Harvard Magazine (2015). General Education Review Committee Interim Report. http://harvardmagazine.com/
sites/default/files/FAS_Gen_Ed_Interim_Revie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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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선택을 할 때 납득할 만한 지침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학사지도는 이처럼 대학공부에 대해 학생들이
가진 제한적 인식을 확장하여 학습의 동기와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교과구성 체계 및 선택가능한 제도와 프로
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학사지도의 대학공부 관련 주제는
실제 학생과의 의논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을 다룰 수 있다.
• 대학교육과정의 이해
- 대학의 교육목표와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
- 단과대학 체제 및 단과대학별로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가지는 목적
- 교양교육체계 및 학생의 전공과 연관된 교과과정
- 대학생의 성장과 대학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 효과적인 학년별 이수교과목과 순서도
• 대학 공부의 의미에 대한 성찰
- 대학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게 대학은 어떤 의미인가?
- 대학진학율이 7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대학교육이 보편교육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 교양교육은 전공공부를 위한 준비나 ‘교양인의 지식’에 그치는 과목인가?
- 세계관 형성과 시민의식, 윤리성, 진리추구를 위한 공부
- 개별 교과목들간의 연결점 찾기
- 교과목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대학공부 관련 제도의 이해
- 전공별 세부영역과 전공 교과체계, 졸업요건
- 대학공부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평가,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 학생의 진로결정여부, 관심진로, 학업성취도에 따른 수강 가능 교과목
- 전공과 관련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 이수시기, 지원자격 등에 대한 정보와 판단
- 대학의 복수전공, 융복합과정, 대학원과정, 기타 학위 관련 제도와 각각의 특징, 필요조건에 대한
정보와 판단
학사지도 과정에서 대학공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성실히 공부하고 있는데도 기대한 성과를 얻
지 못해서 고민하는 학생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학생의 학업능력 자체보다 공부방법이 해당 전공 또는
교과목에 적절하지 않거나 스스로의 학습성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 또는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실제 학업에 부진한 학생들을 만나보면 경제적 또는 심리적 어
려움이 장애 요인인 비율도 상당수 있다.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직접 조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내의 연관
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여러 자원을 소개하여 활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학생과 소통하는 것이 교수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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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3 FD(교수개발)

학사지도 현장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은 가장 빈번하고 중요하게 거론되는 주제이다. 학생들의 학업과 다
양한 활동이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진로 준
비는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 뿐 아니라 사회 구조와 변화를 포함한 외부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로 준비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을 토대로 계획의 수립과 실천 방안의 도출
을 포함하는 긴 여정이다.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불안하다. 취업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
지면서 대학 입학을 하자마자 다시 학점과 스펙쌓기에 골몰하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할 수 있
는지,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외부의 판단 기준에 맞춰 당장의 가시
적인 결과가 눈에 보이는 활동을 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오히려 대학 생활에 대한 회의와 미
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진로 준비를 위해서 학사지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학사지도에서 다루는 진로
지도는 구체적인 직업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은 진로준비에 있어서 학생들이 반드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이해시키고, 이를 포함한 개인적인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단계별로 자신에 대한 이해, 전공 및 진로탐색과 정보 수집, 진로 계획의 수립으로 나누어 적용해볼 수 있다.
① 1단계: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진로지도의 첫 시작은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성향, 적성, 능력 뿐만 아니라 자
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핵심적 가치도 포함이 된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시간과 경험과 충분한 성찰이 필요한 일로 어쩌면 평생에 걸친 과정일 수도 있는 어
려운 과업이다. 면담 과정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
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지도를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사지도 전문가에게도 여
전히 난제이다.
자기 이해의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지속적인 경험의 축적을 통해 얻은 자신에 대한 분석에 또
다른 경험을 더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학사지도에서 중
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과 탐색의 결과를 학생과 교수가 함께 해석하는 것이다. 희망하는 진로와 자신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혹은 상충하거나 보완의 필요가 있는지, 아직 진로가 미정인 경우라면 어떤 점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여 진로가능성을 고려해 볼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
정은 순환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재 상태가 최종이 아니고 여전히 발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김미현 외 2019).
② 2단계: 탐색과 정보 수집
자기 이해와 병행해서 희망 진로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도록 한다. 진로가 미정인 상태라면 지금까지 분석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진로를 잠정 선정하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보도록 지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진로라기보다는 어떤 항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이에 해당
하는 항목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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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 업무 환경(개인/팀 활동, 시간관리, 승진체계, 예상 평균 월수입, 등)
• 미래 전망
• 필요한 핵심 역량 및 경력(관련 전공분야, 필요한 능력-IT기술, 외국어, 도움이 될 만한 자격시험, 필요한 학위 등)
• 이 분야에서 좋은 경험을 쌓는 방법
이 단계에서 전공 및 관련 전공에 대한 탐색도 수반되어야 한다. 대학에 입학할 때 자신의 미래 계획을 수
립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전공의 교과과정과 세부전공별
주요 교과목에 대한 학사지도와 병행하여 이와 관련된 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진로에 따라 함께
공부하면 좋은 전공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의 학위관련 제도는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필
요가 있다. 학생의 현재 전공이 희망진로와 연관이 없는 경우는 진로 관련 전공에 대한 탐색이나 변경 필요성,
현재의 전공이 가진 가능성 등의 재탐색이 필요하게 된다.
학생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교내 자원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교수들도 이러한 자원과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 취득 방법에 대한 조
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
③ 3단계: 진로 계획의 수립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한 후에는 진로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한다. 장기적인 진로에
대해 얘기하면 당장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수십년 후를 그리느냐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다. 혹은
자신이 없어서, 허황된 계획같이 보일까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익숙치 않아서 희망 진로를 말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많은 수는 자기 이해와 정보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하지만 지금 어디
서 시작할지는 막연해도 미래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다.
이는 삶의 중반기에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런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진로경로(Career Path)를 도출
해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8).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삶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현재
의 대학생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진로 준비를 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계
획을 세우며 실행방안들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학생 자신에게 더 의미있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진로지도의 최종 단계는 자기 이해, 탐색과 정보수집, 장기적인 진로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얻어진 개별 실행
방안들을 실제 대학 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대학생활의 학년별 실행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탐색의 과정은 학업이나 전공에 대한 계획과 별개로 진행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부
와 진로 준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대학생활 계획 수립을 지도하게 된다.

8) 구
 체적으로는 먼저 20년 후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현재 희망 진로와 연결하여 가능한 개별 경로
를 구상해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직책이나 주요업무, 필요한 능력과 조건 등을
정리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졸업 후 진출하고 싶은 분야 및 이에 능력이나 준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 방
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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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활 계획의 수립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의 대학 생활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본 대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의 의미에 대한 성찰, 즉 나는 대학에 왜 왔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자신의 흥미, 적성, 능
력, 가치관 등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전공의 교
과과정, 세부전공, 관련 전공 및 관련 진로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희망 진로 분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적합한 전공은 무엇인지, 필요한 역량과 경력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신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과 제도, 프로그램들을 파악하여 자신의 성장과 발전
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대학 생활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희망 진
로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대학 생활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기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은 결코 한 방향으로 전개되어나, 일정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학생은 성공적인 실천을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고 계획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행 과정
에서 난관에 부딪히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사지도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면서 그 자
체에서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좌절을 방지하고,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다. 학생들은
실행을 거쳐 얻는 새로운 정보, 성공과 실패의 경험,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통해서 계획을 수정하
거나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4. 교수들의 학사지도 현황 기초조사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현재 교수들이 학사지도와 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및 이와 관련해서 느끼는 어려
움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기초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9. 10. 31.
~ 11. 4. 까지 메일을 통해 google docs로 의뢰하여 무기명으로 46명 응답)

1) 학사지도 양상
교수들이 학사지도하는 학생의 수와 개별 면담 횟수는 대학별로 학사지도를 어느 정도로 업무에 부과하는
지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응답 결과에 의하면 월 2명 이하(학기당 5명 내외)인 경우에서부터 월 10명
이상(학기당 40~50명)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사지도가 의무사항이며 학사지도 기간을 정하여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과 만나게 되는 계기로 교수가 주도하여 필요한 시기에 학생을 오도록 미리 권하여 학사지도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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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체로 학생이 필요할 때에 교수에게 연락하고 면담 약속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들이 이메일을 통해 면담을 신청하거나, 면담 가능 시간을 공지하여 이 시간에 오는 학생을 만나기도 한다. 강
의 전후에 찾아오는 학생들과 만나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학생이 교수와의
면담을 학교 포탈 등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한 대학은 흔치 않다.

2) 학사지도와 관련한 교육과 학생에 대한 정보 부족
응답자의 2/3 정도가 학교로부터 학사지도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교수가 학
사지도에 투여하는 시간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사지도의 개념이나 목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료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수들은 현 세대의 학생들에 대한 정
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대면 상담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언급되었다. 특히 요즘 증가추이를 보이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
는 학생이나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유용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교수법에 대한 교육만큼 학생과 대면하여 개별적인 면담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3) 학사지도의 낮은 우선순위
교수의 주요 역할로 연구와 강의가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사지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개별적인 관심과 지도가 중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사지도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교수의 업무 영역 구성에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학사지도는 양방향의 소통이다. 학생들도 교수와 만나는 학사지도 과정에 대해 성인으로서 책
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수와 만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5. 학사지도를 위한 준비
학사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이미
교수들은 학생을 만나고 있고 학생들은 학사지도를 필요로 한다. 이에 교수들이 학사지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학사지도 기본 방안 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학사지도의 목표에 대한 협의
학사지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교수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지 혹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논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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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적으로는 각 대학이 교육의 미션과 비전, 각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 교육목표와 연결시
킬 수 있는 학사지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학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정리하기 용이하지 않다면 적어
도 한 학과 혹은 단과대학 수준에서 해당 학사단위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사지도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수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여는 것도 교육적인 학사지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진행에 앞서 교수는 대학교육의 목표 및 자신의 교육철학을 확실하게 한
후, 그와 연결된 학사지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9).
학사지도 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학사지도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서 진행된
다(김미현 외, 2019).
학사지도 목표에 대한 협의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학사지도를 통해 학생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에 실제 시기별로 학사지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추가한다면 학사지도 실라버스10)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학사지도 목표 도출 과정

2) 학사지도 실행
① 학생들의 학년별 필요와 학사지도 주제
학생들의 특성, 발달과정, 학사지도에 대한 요구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개인에게 맞는 교
육을 하는 것이 학사지도의 주요 목표이다. 그러나 초중등과정을 경험하고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기를 겪
는 유사한 연령대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년별 특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경험하는 필요와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개별 학사지도의 상황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9) 서
 울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의 예비교수자 양성과정에서 가장 첫시간에 다루는 내용도 교수자의 교육철학 탐색으로 구성하였음
을 볼 수 있었다. https://ctl.snu.ac.kr/ko/information/notice/view/3400
10) 학사지도 실라버스는 주요 학사 일정에 따른 학사지도 주제 및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연락처 및 연구실 위치, 면담
가능 시간과 주요 교내 자원 안내(교무처, 재무처, 장학복지처, 상담센터, 국제처, 경력개발센터 등의 역할 및 연락처, 온라인
공지사항 확인 싸이트 등), 그리고 지도교수 조언과 다양한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 등을 포함하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학사지도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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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년에 따른 학사지도 요구 변화

Creamer(2000)에 따르면 저학년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요구가 크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의 상황에
따른 상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저학년일수록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유사한 내
용의 정보를 학사일정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맞춰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며, 학년이 높아지면
개별적인 차이와 상황에 맞는 조언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한 학년별 학사지도
주제는 다음과 같다(김미현 외,2019).
<표2> 학년별 학사지도 주제와 내용
학년

주제

내용

1학년

대학생활 적응

2학년

탐색과
경험의 확장

• 전공이해
• 진로와 관련한 자기이해, 분야별 정보취득
•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한 역량신장

3학년

선택과 의사결정

• 진로계획 명료화 및 실행
• 전공심화
• 학업성취 상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4학년

사회진출

• 대학의 교육철학, 대학 학업환경, 공부방법 이해
• 대학생으로서의 인간관계 형성
• 학업적 관심사와 전공-진로 연결 가능성 탐색

• 졸업요건 확인 및 졸업준비
• 진출희망 분야별 준비상황 확인

② 개별 면담의 회차별 주제와 진행 방안
교수가 지도학생과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시기 및 면담의 회차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사지도의 주제와
내용, 그리고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3> 학사지도 회차와 시기별 주제와 내용
회차/시기

주제

1회차/
1학기 초반

관계형성
개인현황 파악

2회차/
1학기 후반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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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련자료

• 개인특성,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 확인
• 수강과목과 이에 대한 적응 등 대학에서의 공부와 대학생활
상황 파악
• 해당 학년도 학업, 진로준비, 기타 활동에 대한 목표 설정
• 1학기 학업과 활동에 대한 리뷰
• 방학 및 2학기 학업과 활동계획 의논

학생학적자료
학사지도 실라버스
수강과목 리스트
대학생활 계획표

3회차/
2학기 초반

실행상황 점검
목표의 조정

4회차/
학년 후반

실행에 대한 피드백
목표설정과 계획수
립

• 학업, 활동의 실행내용에 대해 점검
• 대학생활 어려움 등에 대해 확인
• 방향의 확장이나 수정 필요성 검토
• 1년간의 대학 공부와 생활에 대해 함께 리뷰, 교수자의 피드백
• 다음 학년도 학업과 활동에 대한 계획

위의 표에서는 1년에 4번의 학사지도를 한다고 가정하고, 회차별로 만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필요한 내용
을 정리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총 1회, 2회, 혹은 3회의 학사지도를 하게 될 때에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학기 말에 처음 학생과 만나게 된다면 첫 만남에서 필요한 관계형성을 위한 질문과 분
위기 조성에 이어 1학기말이기에 필요한 내용인 1학기 전반의 학업과 활동내용 리뷰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2
학기 계획을 함께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학생과 만날 때의 태도에 대하여
교수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학생을 만날 때 학생의 감정을 수용적으로 대하되, 필요
한 기준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교수가 학생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형태의 쌍방적 의사소통 방식은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권동현, 2017). 즉, 학습의 주체인 학생 의견을 수용하는 교수의 태도는 결국 학생 스스로 학
습을 계획, 실행,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청취태도를 보일수록 학생이 도전
적인 과제와 교과 선택을 수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최경민, 2019). 교수가 학생을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기
대가 반영된 교수의 청취태도와 이를 명령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학생의 보다 높은 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은 학생의 하려는 말을 미리 예견하거나 재단하지 말고, 학생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이 하는 많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수는 자신이 판단하거
나 조언할 수 있는 지점과 한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학생의 질문은 때로 답을 구한다기 보다 자신의 생각을 정
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 이때에 교수는 학생이 묻는 의도를 다시 스스로 생각하고 확인하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1)

11) 레
 이 커닝햄 편저, 『학사지도란 무엇인가?:학사지도 입문』, 신자영·지용승·김은영·손은경 역, NACADA Pocket Guide 22
e-Book, NACADA Publication, 2018.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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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를 통해 학사지도의 의미와 목적, 내용, 그리고 현재 학사지도 하는 교수들의 상황 및 효과적인 학사
지도를 하는 방안 등의 폭넓은 주제를 간략히 다뤄보았다.
학사지도는 매우 오래된 교육의 영역이지만, 그 교육적 의미가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육자로서 교수는 학생들이 대학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이를 제대
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이 학사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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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경험과
대학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김은주(을지대)

Ⅰ.서론
교육부는 대학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을 추진해왔다. 2018년에는 국제교양교육포럼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시대
를 맞이하여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강
조하였다.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학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목적으로 2010년부터 정부주도의 ACE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교육부는 대학이 인문학 중심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학부교육의 질 관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교수법 개발과 교육과정 개혁 등을 강조해왔다. 이처럼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 관리와 교수법 개발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기준에서도 교양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지
표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및 강의개선’이 2단계 평가지표로 활용되었다. 대학구
조개혁이라는 사회·정치적 측면이 아니어도 교양교육은 대학생이 안목과 품격을 겸비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데 영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의 학습경험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김민성(2015)은 어떠한 교
수방법을 수업에 적용하는 가에 따라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습경험이 달라지게 됨으로 교수자의 일방적 지식전
달이 아닌 교수자와 학생의 자유로운 대화이동과 교수자의 질문에 대해 여러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학생
주도 토론이 포함된 학습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업 내 학습경험에 있어서 교수방법과 강의평가에 대한 박완성(2010)의 연구에서는 강의식 수업에 비해 강
의 및 실습과 발표 토의식 교수방법에 대한 수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용한(2010)의 연구에서는 협동학습
과 개별학습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협동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추구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것은 협동학습이 집단 간 구성원들의 아이디어 교환 및 창출에 대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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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학습경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습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는 학습
자의 수업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경험 이외에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대학몰입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송영명 외(2018)의 연구에서 교수와 학생과의 상호작용,
능동적 협력학습활동, 대학몰입이 전공과 교양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양수업 만족도에
대학몰입 요인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수업 내 학습경험으로 어떠한 수업방법이 이루어지는가와
학습자가 대학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의 몰입을 갖고 있는지가 의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존에 일차원적으로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에 기반
하여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학습경험과 대학몰입 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
여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모형을 통해 수업설계의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
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습경험, 대학몰입, 교양수업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습경험, 대학몰입, 교양수업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학습자들의 대학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송충진, 2014; 이정미·이길재, 2018; 최영준,
2013)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에서 교수-학습 활동의 결과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는 교육적 성과를 평

가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쓰여지고 있다.
특히,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에 비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지식과 자율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올바른 세계관
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6). 따라서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양교육의 효과성
으로 수업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졌다. 학습자의 특
성에 따른 교양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신맹식, 2014; 이은준, 2017; 최윤희, 2017),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관한 연구(김남희, 정미애, 2018; 김성봉 외, 2013; 유영주, 2011), 교양 교과 수업에서
의 수업만족도(안규하 외, 2013; 이지연, 2016) 등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관계 분석을 중심으
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교양수업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업 내 학습경험과 학습자가 인
식하는 동기, 몰입 등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의 후속연구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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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개발한 국가수
준의 교수-학습역량 진단도구(NASEL: 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를 통해 수집
된 경기도 소재 4년제 E대학의 6차년도(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5월 1일부
터 6월 3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응답한 총 368명 중 교양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총 30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분포는 여자는 235명(77.6%), 남자는 68명(22.4%)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이 분포하였다. 전공별 분포는 임상병리학과가 46명(15.1%)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중독재활복지학과가
1명(.3%)으로 가장 적게 분포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학습경험, 대학몰입, 교양수업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KEDI-NASEL 검사도구를 사용하였
다. 조사영역 중 학습경험은 수업 내 경험 중 협력학습경험에 대한 3문항, 수업 중 사고력 증진 활동에 대한
6문항, 도전적 학습경험에 대한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몰입은 학과 및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
심 등과 관련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양수업 만족도는 교양 수업목표와 수업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분석를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
수 간 높은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학습경험, 대학몰입, 교양수업
만족도 간 구조모형을 활용한 모형검증에서 제시되는 적합도 지수는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
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합도지수(X2, RMSEA)와 최악의 독립모형에 비하여 이론 모형이 얼마나 자료
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대적합도지수(NFI, IFI, TLI, CFI)를 알아보았다(홍세희, 2000). 연구모
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동시에 간명한 모
델을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학습경험 요인의 하위요인 경우
묶음지표(item parceling)를 사용하였다. 묶음지표는 몇 개의 문항이 합쳐지기 때문에 지표 점수의 범위가 커져
정상분포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뢰성 높은 지표가 되도록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개별 문
항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추정되는 모수치의 수가 줄어 추정오차를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Kishton & Wid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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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Landis, Beal & Tesluk, 2000). 또한 모수추정은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을 채택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학습경험, 대학몰입, 교양수업 만족도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1> 학습경험, 대학몰입, 교양수업 만족도 기술통계치
구분

학습경험

평균

표준편차

협력학습경험

1.00

4.00

2.72

.722

CC

수업 중 사고력 증진 활동 학습경험

1.00

4.00

2.48

.691

CCL

도전적 학습경험

1.00

4.00

2.42

.615

1.00

4.00

2.54

.680

UC1

학과 소속감

1.00

4.00

2.98

.704

UC2

대학 소속감

1.00

4.00

2.85

.721

UC3

학과 자부심

1.00

4.00

2.75

.809

UC4

대학 자부심

1.00

4.00

2.53

.809

UC5

동료관계 만족도

1.00

4.00

1.77

.744

UC6

학교지속 만족도

1.00

4.00

1.97

.825

UC7

학교의 기대충족

1.00

4.00

2.35

.757

UC8

학교선택 만족도

1.00

4.00

2.66

.729

1.00

4.00

2.48

.760

전체

교양수업
만족도

최대값

CL

전체

대학몰입

최소값

CS1

명확한 수업목표

1.00

4.00

3.04

.548

CS2

강의계획서

1.00

4.00

3.10

.521

CS3

적절한 수업방법

1.00

4.00

3.05

.576

CS4

연관 설명

1.00

4.00

3.05

.602

CS5

사례제시

1.00

4.00

3.04

.610

CS6

수업자료

1.00

4.00

3.10

.559

CS7

수업흥미

1.00

4.00

2.89

.681

CS8

추가설명

1.00

4.00

3.04

.599

CS9

학습량

1.00

4.00

2.99

.575

CS10

피드백

1.00

4.00

2.93

.642

CS11

평가의 범위

1.00

4.00

3.13

.560

CS12

평가의 공정성

1.00

4.00

3.09

.579

CS13

교양함양

1.00

4.00

2.96

.682

CS14

수업의 질

1.00

4.00

2.93

.668

전체

1.00

4.00

3.02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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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학습경험의 세 하위요인 중 협력학습경험이 다른 학습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M=2.72,
SD=.722)을 나타냈고, 대학몰입은 학과소속감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M=2.98, SD=.704)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교양수업 만족도는 평가의 범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값(M=3.13, SD=.560)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학습경험의 평균(표준편차)은 2.55(.680)이고, 대학몰입의 평균(표준편차)은 2.48(.76)이며, 교양수
업 만족도의 평균(표준편차)은 3.02(.600)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경험, 대학몰입, 교양수업 만족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계
수는 .118~.7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4.2. 학습경험, 대학몰입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
1)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대학생의 학습경험, 대학몰입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
여 대학생의 학습경험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몰입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초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X2 (p)

df

RMSEA

NFI

IFI

TLI

CFI

연구모형

982.512(.000)

272

.093

.841

.880

.867

.879

수용기준

p>.05

.10 이하

.9 이상

.9 이상

.9 이상

.9 이상

[그림 1] 초기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비교적합도(Comparative Fit Index: CFI)와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
한 개략화 오차평균(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적합도(Non-Normal Fit Index:
NNFI, AMOS에서는 Tucker-Lewis Index: TLI)를

통해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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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982.512, p=.000). RMSEA값은 .10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1이하이면 가장 좋

은 적합도로 평가한다는 Steiger(1990)의 주장에 따라 본 연구의 RMSEA값인 .093으로 양호한 적합도로 판
명되나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선행이론을 반영하여 연구모형에 일부 수정
을 가하였다. 연구모형의 수정을 위해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s’에서 확인하였고, 수정지수가 클수록 수
정이 요구되는 항목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Modification indices'에 나타난 항목 중 수정지수가 큰 것부터 순
차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정지수분석결과 대학몰입의 오차항인 ‘e1’과 ‘e2’, ‘e5’와 ‘e6’, ‘e7’과 ‘e8’와 교양수업 만족도의 오차항인
‘d13’과 ‘d14’ 사이에 상관을 설정하는 수정을 가하는 경우 적합도가 가장 크게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것의 함의는 대학몰입의 하위요인 중 학과 소속감, 대학 소속감 각각의 고유의 내용을 측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 모두 소속감에 해당하고, 동료관계 만족도와 대학지속 만족도도 각각의 고유의 내용을 측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 모두 대학생활 관련 만족도에 해당하며, 학교의 기대충족과 학교선택 만족도는 각각의 고유의 내용을
측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에 대한 만족도에 해당하며, 교양함양과 수업의 질도 각각의 고유의 내용
을 측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교양함양이 수업의 질로 수렴되고 있으므로 각각 두 변인의 오차항 간의 상관설정
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정지수 분석결과에 따라 대학몰입의 오차항인 ‘e1’과 ‘e2’, ‘e5’와 ‘e6’, ‘e7’과 ‘e8’사이와 교양수업 만
족도의 오차항인 ‘d13’과 ‘d14’에 상관을 설정하여 수정모형을 설계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나온 가장 적합한 모형이 [그림 2]로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변인 간 직·간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수정모형의 적합도
X2 (p)

자유도

RMSEA

NFI

IFI

TLI

CFI

초기모형

982.512(.000)

272

.093

.841

.880

.867

.879

수정모형

752.604(.000)

268

.077

.878

.918

.908

.918

수용기준

p>.05

.08이하

.9이상

.9이상

.9이상

.9이상

<표 3>의 수정모형을 보면 정확적합도(exact fit) 지표인 값은 X2 752.604, 유의확률은 .000이며, 근사적합도
(close fit)

지표인 RMSEA는 .077로 수정모형이 초기모형에 비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대적합도지수

NFI, IFI, TLI, CFII는 모두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있어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양수업 만족도에
대한 수정모형의 효과계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수정모형의 효과계수
수정모형 경로

Estimate

S.E.

C.R.

유의확률

대학몰입

<---

학습경험

.315

.057

5.506

.000

교양수업만족도

<---

대학몰입

.237

.058

4.071

.000

교양수업만족도

<---

학습경험

.262

.050

5.23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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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학생의 학습경험, 대학몰입, 교양수업 만족도 관계의 수정모형(표준화계수)

<표 4>와 같이 C.R.값으로 판단해볼 때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p<.001). <표 4>와 같
이 수정모형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 경로계수 및 추정된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학습경험
→대학몰입’, ‘대학몰입→교양수업 만족도’, ‘학습경험→교양수업 만족도’에서의 추정치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1에서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수정모형에 대한 측정모형의 직, 간접효과(표준화계수)
경로유형

경로참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대학몰입)

전체효과

독립변인 → 매개변인

학습경험

→

대학몰입

.365***

-

.365***

독립변인 → 종속변인

학습경험

→

교양수업 만족도

.330***

.328***

.424***

매개변인 → 종속변인

대학몰입

→

교양수업 만족도

.257***

-

.257***

***p<.001

또한 대학몰입을 매개변수로 대학생의 수업 내 학습경험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를 살
펴보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에는 Sobel검증, Aroian검증, Goodman검증 및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등이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모수추정치의 표본분포를 추정하고, 자료의 임의표본을 모집단의

대체로 취급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채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시 유의확률을 계산하
는 방법은 편의(Bias)를 많이 보정한 BC(Bias-Corrected Percentile)법을 사용하였다. <표 5>에는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법을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총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학생의 학습경험이 대학몰입에 β = .365(p<.001)으
로 총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대학몰입은 교양수업 만족도에 β = .257(p<.001)로 총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대
학생의 학습경험은 대학몰입을 매개로 교양수업 만족도에 β = .328(p<.001)로 간접효과를 나타냈고, 총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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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424(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교양수업 만족도에는 대학몰입을 매개로 한 대학생의 학습경험
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보다 더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
의 교양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경험도 중요하지만 대학몰입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교양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습경험과 관련된 협력학습경험,
수업 중 사고력 증진 활동 경험, 도전적 학습경험과 대학몰입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학습경험, 대학몰입, 교양수업 만족도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교양수업 만족도에는 대학몰입을 매개로 한 대학생의 학습경험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직접적
으로 미치는 영향력 보다 더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송영명 외(2018)의 연구에서 NASEL 진단도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대학생
의 대학몰입, 교수-학생 상호작용, 능동적・협력적 학습 활동이 전공 수업만족도와 교양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교양수업 만족도에는 대학몰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본 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강대식 외(2011)의 연구에서는 원격교육환경에서 대학몰입 요인이 수업 만족도 증
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주연(2018)의 몰입이 교양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선행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또한 학습경험과 관련하여 Fry, Ketteridge와 Marshall(2003)가 학문이 발전해 나가면서 학습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대학의 수업환경과 교수활동도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stin(1993)은 적극적인 학습경험은 학업성취 및 대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학습경험, 대학몰입이 교양 수업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일차원적인 관점에서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경험은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으나 대학
몰입의 간접효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교양수업 만족
도 제고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경험 특히, 협력학습, 사고력 증진 활동, 도전적 학습경험이 중요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습경험과 교양수업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대학몰입의 간접효과성을 확인함으로
써 대학 교양수업 운영에 있어서 수업 내 학습자의 학습경험 외에 대학몰입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양수업 만족도 증진을 위해 학습자의 수업내 학습경험을 위한 전공수업과 차별화된 교양 교수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추후 교양수업 만족도 증진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수업 외 학습경험의 어떠한 요인
이 교양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이 하나의 대학으로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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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되었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교양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인들을
탐색하고, 변인 간의 영향력과 구조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 교양수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차원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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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제 해결과 비평적 사고
- 교과목 재설계 및 평가 도구

민춘기(전남대)

1. 서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따르면,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1)는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능력과 함께 교육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는 21세기 주요 역량이다(OECD, 2009 ; UNESCO, 2016). 시
대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대학은 역량 기반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학생들의 핵심역량(4C: 창의성, 비평
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함양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 4.0

현상이 화두인 시대에 고등교육은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AI 등 인간의 존재와
능력을 위협하는 기술의 진화에 직면하여 인간 고유의 능력인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를 접목한 교과목 재설계
와 평가도구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두 스킬을 조합해야 가능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21세기 대학의 인
문교양 교육에서 함양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학습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창의 역량이나 비평적 사고 능
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과목들을 미시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융복합 학문 시대에는 거
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창의성 계발이나 비평적 사고 능력 증진을 위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나 효과를 논
의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이나 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를 강조하는 시기에, 두 스킬을 결
합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 재설계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
께 평가도구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설계한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
려고 한다. 다시 설계한 교과목의 수업 목표, 수업 내용, 수업 방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교과
목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은 적절하고 타당한 평가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표
된 연구문헌들에서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를 연계하는 문제를 다룬 내용과 일부 평가 도구의 사례들을 검토하
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서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를 연계하는 교
과목 설계와 평가도구 개발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1) 영
 어의 critical thinking을 일반적으로 비평적 사고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비판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축소하고 평가
라는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평적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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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
창의성은 복잡한 구성체이고 일반적으로 언어, 음악, 수학, 공간, 운동, 대인 등 광범위한 지능을 포함한다
(Gardner, 1985).

창의성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창의성 유형을 표현, 생산, 고안, 혁신, 창발 등 5개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Taylor, 1959, Baker, 2000:3에서 재인용). 토란스(1966)는 창의성을 문제, 결함, 지식에서의 간극, 누락
된 요소, 불협화음 등을 찾아내기, 해결책 모색을 위해 추론하거나 가설 설정하기, 가설들을 시험하고 재시험
하여 수정하고 재검증하기, 그 결과를 소통시키기 등의 과정으로 규정한다(Baker, 2000:1에서 재인용).
창의성은 인지 과정, 개인 성격, 환경 변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기도 한다(Kaufman et al., 2008; Sternberg, 2006). 독창적이고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창의
성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통념도 있으나, 하나의 산물을 창의적인 것으로 여기기 위해 참신성과 유용성이라는
개념을 조합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Runco, Garrett, 2012:93). 이 개념들은 창의적 산물의 사회적 중요
성을 강조하며, 비평적 사고 요소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발산적 사고로 대변되는 창의성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는 길포드(1960)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발산적 사
고는 수렴적 사고, 인지, 기억, 평가 등과 같은 다른 인지 과정과 대립된다(Guilford, Hoefner, 1971). 이후에 창의
력이 발산적 사고와 동의어로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창의력은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참신한 통찰과 해결책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전략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
문이다(Finke, Ward, Smith, 1992). 창의력이 창조적 성과를 예측한다는 증거가 있기는 하나, 경험 개방성과 같
은 개인 특성과 인지 특성이 창조적 산물의 예측 변수라는 공감대도 있다(Kaufman et al., 2016:249). 이처럼 창
의성과 비평적 사고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평적 사고는 오늘날 교육학, 심리학, 철학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비평적 사고에 대한 정의는 다양
하다. 그러한 정의에서 언급되는 핵심어는 인지 능력, 논리적 추론,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를 통한 행동 결
정, 판단의 수용이나 거부에 대한 결단, 논쟁에서 중심 문제와 전제 식별, 제공된 정보나 데이터에서 결론 추
론, 주어진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론의 적합성 해석 및 평가 등이다(Baker, 2000:1).
창의적 사고가 발산적인 것에 비해 비평적 사고는 수렴적이다.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
해 노력하는 것이고, 비평적 사고는 기존의 어떤 것에서 가치나 타당성을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는 허용된 원칙을 위반하는 데 비해, 비평적 사고는 허용된 원칙을 적용한다.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
는 같은 동전의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다(Beyer, 1989;35, Baker, 2000:1에서 재인용).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는 대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스킬이며, 두 스킬은 상호 보완적2)이다(Crane, 1983). 비평적 사고 스킬은 창의적 사고
스킬과 관련이 있어서 교육자들이 두 사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
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 스킬을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 스킬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문교양 교과목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를 별개로 보거나 대립적인 스킬로 다룬다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의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추론이 실패하면 상상력이 당신을 구한다! 직관이 실패하면 이성이 당신을 구한다”(Crane, 1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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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재설계의 방향
대학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의 역량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핵심역량으로 설정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교양 교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발표자의 소속 대학에서도 창의 역량, 감성 역
량, 공동체 역량 등 3대 역량을 설정하여 각각 10개 내외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창의 역량
의 하위 역량으로 비평적 사고 능력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연계한 교과목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발표
자는 창의 역량에 편성된 교과목 중의 한 과목을 개발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당
교과목의 재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창의성 함양과 비평적 사고 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여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3.1. 창의성 함양
고등교육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창의적 사고 능력은 대학 교육에서 본질적인 학습
성과이다. 대학은 학생들이 고등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 개발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Anderson, 1990:55). 창의성과 창의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역량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의
복잡한 문제와 관련된 사회의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Daly et al., 2016:1).
창의성 함양에 관한 근래의 연구로 아이슬랜드의 액션 리서치인 Jónsdóttir(2017)3)나 고등교육에서의 창의적 학
습에 관한 홍콩의 사례인 Cheng(2016)4) 등이 있다.
외국 대학의 창의적 사고 관련 수업 계획서에 따르면, 창의성은 능력, 태도,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창의
성 능력은 새로운 것을 상상하거나 고안하는 능력, 기존의 아이디어를 조합하거나 바꿔서 다시 적용하여 새로
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등이며, 이러한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성
태도에는 변화와 새로움을 수용하는 능력, 아이디어 및 가능성을 가지고 놀이하려는 의지, 관점의 유연성, 개
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습관,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인식 등이 포함된다. 창의성 과정이란 아이디어와 해
결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꾸고 다듬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금씩 더
좋게 개선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웰스(1984)는 창의적 사고 프로세스 모델에서 초기, 잉태, 문제 해결 등 3단계로 이루어지는 사이클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Wells, 1984:146)
초기(자극) ⇨ 잉태(요인: 대인, 생물, 문화, 교육5)) ⇨ 문제 해결과 입증
초기의 자극 단계에서는 학습 동기와 학습 스타일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잉태 요인에서도 개인의 스

3) 학생들의 창의력을 배양하는 교육 감수성: 환경, 교수 역할, 활동, 기관 지원, 자유와 통제의 균형 등.
4) 학습자의 개인적 전이 지향 창의성 교육 모델: 일상, 새 교수-학습법, 커리큘럼 재설계의 중요성 등.
5) 학습 스타일, 비평적 사고, 동기 부여, 창의적 대응 스타일, 교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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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이나 동기가 포함되고 있어서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특히 비평적 사고 요인이 포함된 것을 주목해야 하는
데, 문제 해결과 입증 과정에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잉태 단계의 핵심은 토렌스 등(1990)이 창의적 사고 능력이
라고 언급한 창의적 속성인데, 여기에는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 결론 유보, 정서 표
현, 명료성, 움직임이나 행동, 표현성, 종합이나 조합, 비범한 시각화, 내적 시각화, 경계 확장이나 허물기, 유
머, 풍부한 이미지, 다색의 이미지, 상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Baker, 2000:5 재인용). 마지막 단계인 창의적 문
제 해결과 입증의 과정에서도 비평적 사고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를 연계한 교과목 재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웰스의 창의적 사고 과정 모델에서 초기, 잉태, 문제 해결 단계는 각기 독립적인 단계가 아니라 상호 연계되
어 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서 창의성을 자극할 때와 잉태 단계에서 교육 환경을 중시하고 대인, 생물, 문
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연결성을 보여준다. 잉태 단계의 교육 요인에서 비평적 사고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 단계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문제
해결과 입증 단계에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비평적 사고 능력은 필수적이다.

3.2. 비평적 사고 능력
고등교육에서의 비평적 사고를 논하는 문헌은 많은 반면에, 비평적 사고를 가르치는 방법을 탐구하는 학술
적 논의는 더 적은 편이다(Smith et al., 2018:73). 비평적 사고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고등 수준의 추론 과
정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다(Almeida, Franco, 2011:175). 비평적 사고는 여러 지적 행위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지식의 출처를 확인하고, 취득한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여 검증하고, 특정 업무나 상황에 대
해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Halpern, 2014). 비평적 사고는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을 포
함하는 다차원적 인지 과정이며, 문제 해결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창의적인 과정이다. 비평적 사
고는 인지 활동뿐만 아니라 성향, 동기, 태도, 메타인지 기능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성체이다(Miele, Wigfield,
2014).

복잡하고 종합적인 사고로서의 비평적 사고는 인지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특정 성향을 포함하고 추론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의욕적인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Hennessey, Amabile, 2010). 창의성에서처럼 비평적 사
고도 동기라는 요소를 중시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버든과 버드(1994)는 비평적 사고를 일련의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차원의 사고 활동으로 분류하고, 비
평적 사고 능력으로 사실과 의견의 구분, 정보의 관련성 구별, 추론 과정의 논리적 오류 및 모순 식별 등을 제
시하고 있다(Burden, Byrd, 1994:92). 폴(1995)은 비평적 사고를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행해지는 독창적이고
객관적인 형태의 사고라고 정의한다(Paul, 1995). 폴에 따르면 비평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추론, 추론의 특징,
추론 요소 및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추론 과정에서 필요한 추론 요소는 당면한 사안의 목적이나 질
문, 질문에 대한 정보나 사실, 질문에 대해 이루어진 가정, 수집된 사실과 데이터의 해석, 질문과 관련된 이론
과 개념, 다양한 관점들,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친 결론, 함의,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비평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독립적 사고, 지적 공감, 지적 겸손, 용기, 진실성, 인내, 지적 호기
심, 이성에 대한 믿음, 지적 의지, 지적 책임 등의 특성도 갖추어야 한다. 러드 등(1999)은 비평적 사고를 타당
한 정보와 증거를 토대로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고, 자기 성찰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스킬로 규정하
기도 한다(Rudd et al., 1999:123). 이러한 정의에 포함된 비평적 사고 스킬을 창의성 함양과 연계한 교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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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설계한다면, 고등교육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적 스킬 개발에도 기여한다.
비평적 사고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
다. 예를 들어 Smith(2018)는 비평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 모델을 개발,
실행,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수업 모델의 6개 주요 요소로 원칙, 목적, 학습 내용, 학
습 지도, 학습 자료,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Smith et al., 2018:73),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를 연계한 교과목
재설계에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연구자들은 비평적 사고 학습 지도를 8단계로 구분하
기도 하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 촉발하기, 문제 확인하기, 관련 자료 조사하기, 결과 토론하기,
결과 평가하기, 해결책 만들기, 해결책 제시하기, 학습 성과 성찰하기 등의 단계는 실제로 수업을 설계하는 데
일부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Vong, Kaewurai, 2017:88).

3.3.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 연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며(Stein, Harff, 2012), 혁신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것
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 둘 다 교육의 맥락에
서 함양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Wechsler, 2018:2).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의성 3단계 모델에서 잉태 단
계와 문제해결 및 입증 단계에서 비평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비평적 사고도 개념적인 방법으로나 경험적인 방
법으로 창조성과 관련될 수 있다. 사고는 본질적으로 비평적이고 창의적인데,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거나 전
략을 이용하는 단계는 행동의 과정에 대한 평가와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비평적 사고 단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두 사고방식이 나타난다(Parnes, 2000:15). 이러한 흐름
에서 21세기 초부터 창의성이나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를 함께 다루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Baker 등(2000), Marrapodi (2003), Grissom(2004)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Wechsler, Rama, Helms (2018)와 Smith, et al.(2018) 등이 있다.
Marrapodi(2003)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의 과정은 일부 중첩이 있으며, 두 사고 과정에서 전
제와 이전 지식에 도전해야 한다. 비평적 사고에서는 진술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도전하고, 창의
성에서는 전제와 이전 지식을 넘어서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 창의적인 사고에서 첫 번째 해결책은 옳을 수도 있
지만 항상 최상의 해결책인 것은 아니다. 제시된 해결책은 비평적 사고 과정에서 수용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마치 육상선수가 반복해서 신기록 갱신을 할 때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듯이, 새로운 사고는 새로
운 준거 틀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한다. 창조성을 방해하고 제시된 것을 그것에 대한 비평적 검토 없이 수용하
는 것은 낡은 사고이다.
Grissom(2004)은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 스킬 교육을 위한 전략, 기법, 도구를 개관하고 있다. 그에 따
르면, De Bono(1971)는 수직적 사고 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평적 사고 방법을 만들어냈고 사고 스킬의 교
육을 촉진하기 위해 Cognitive Research Trust(CoRT)라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Barell(1995)은 학교에서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 스킬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기법 개발했다. Jonnasen(2000)의 경우에는
고등 수준의 사고력 증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Grissom, 2004:2).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 모두 사고를 산물이나 성과보다는 과정으로 간주하며, 기존 정보의 재검토를 포
함한다. 창의성은 전제에 도전한 후에 다음 단계를 밟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비평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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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도전은 하나 개념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창의적 사고는 창조하기 위해
설계되고, 비평적 사고는 분석을 위해 설계된다. 창의적 사고는 비평적 사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비평적 사
고에도 창의성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대안적인 관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 사고 과
정을 모두 필요로 한다.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는 각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두 사고 능력이 함께 사용될
때 고등 수준의 사고 과정에 이를 수 있다(Marrapodi, 2003:23).
비평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동일한 과정은 아니지만 상호 보완적이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 스킬을 개
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Halpern, 2006). 예를 들어 앞에서 제시된 창의성 3
단계 모델에서 준비와 잉태 단계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중심이 되고 잉태에서 입증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는 비평적 사고를 강조할 수 있다. 한편, Graham Wallas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준비, 배양, 각성, 입증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서(Kane, 2019에서 재인용), 이를 창의역량 교과목 수업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수업에서는 탐구 주제를 찾기 위한 활동을 수업시간에 조별 활동을 통해 수행
하고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전체 팀 프로젝트의 주제 탐색을 위한 포스터의 구성에 대해 1-2주 전에 각자 미
리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직업은 문제해결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의 조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
를 들어 디자인 영역에서 비평적 사고는 성찰과 유연성 스킬로 표현되며,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데 핵심으로 여
겨진다(Hong, Choi, 2015: 848). 교육자가 두 사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학습자가 여러 맥락에서의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Baker et al., 2001:139).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장려하는
강의실 환경도 학생들이 비평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해결책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Fairweather,
Cramond, 2010).

이처럼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서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창의 역량과 비평 역량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 두 요소를 연계한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교육에서
의 창의성 교육은 비평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고,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는 새로
운 지식을 학습하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Saliceti, 2015:1174).

4. 평가 도구의 사례
대학에서 창의성이나 비평적 사고와 같은 스킬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습을
통해 습득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를 연계한 수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도 평
가 도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평가는 교과목의 수업 설계 과정에서 수업 목표, 수업 내용, 수업 방법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기존의 평가도구
중 일부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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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창의성 평가
발산적 사고는 창의적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다. 발산적 사고 과제를 이용하
여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초기 테스트에는 Wallach/Kogan(1965),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1966), Urban/Jellen(1996) 등이 있다. 토란스 도형 테스트와 언어 테스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창
의성의 척도이며(Kaufman, Baer, 2006), 인지 특성인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 등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언어 테스트를 위해 특정 그림을 제시하고 그림에 있는 물건을 장난감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해진 시
간 내에 가능한 많이 작성하거나, 해저의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지구의 오염이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문제 해결
을 위해 생각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쓰게 한다. 작성 결과를 토대로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
교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인지 차원의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다. 창의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매우 다
양하게 개발되어 있어서 수업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선별하거나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2. 비평적 사고 평가
근래에 비평적 사고와 관련된 평가도구인 CriTT가 개발되었다. 비평적 사고는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스킬이
고 우수한 학문적 성취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개발된 이 도구에서는 비평적 사고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측
정하기 위한 척도가 제시된다. 이 도구를 개발한 목적은 비평적 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평가, 비평
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식별, 학술적 수행 예측 등이다. 이 도구는 비평적 사고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거나 비평적 사고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riTT는 학생들의 논증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대학에서 학생들의 평균 평점을 예측하
기도 한다. 개발된 척도는 관리가 간단하고, 비평적 사고 능력 개발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식별하는 진단
도구로 사용하거나 학업 성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Stupple et al., 2017:91).
PENCRISAL 비평적 사고 테스트는 비평적 사고 스킬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Saiz, Rivas, 2011:34). 이 테스트는 35개의 문제 시나리오로 구성되며, 5개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개
방형으로 답하도록 요구한다. 5개 요인은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실용적 추론,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등이
고 각각 7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이 테스트는 추론 스킬(논증, 인과추론, 유추 등), 문제 해결, 의사 결정을 평가하
기 위해 적절한 도구이다(Rivas, Saiz, 2012:18). 이 도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
고 능력을 측정하며,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추론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Wechsler et
al., 2018:117).

그밖에 Assessment Day(2015)에서 제공하는 비평적 사고 테스트,6) Riegel/Crossetti(2018)의

논문에서 제시되는 비평적 사고의 평가를 위한 이론적 틀과 도구, Casiraghi(2017)가 소개하는 고등교육에서
의 비평적 사고 평가 기초 등의 내용도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루브릭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평가. 추론, 전제, 연역, 정보 해석, 논증 등 5개 섹션에 총 85문제(하나의 지문에 3-5개의 문제)
로 구성. 40분 이내에 가능한 많은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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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 창의성과 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21세기의 주요 핵심역량에는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비평적 사고 능력 등이 포함된다.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는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이며, 문제 해
결에서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비평적 사고를 통합적으로 함양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교과목을 개발하거나 교
과 통합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21세기 핵심 스킬로 4C(창의성, 비평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
다.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를 접목하고 수업 활동에서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교과목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핵심 스킬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수업목표, 수업
내용, 수업방법에 영향을 끼치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교과목을 재설계할 필요
가 있으며, 여기서 제시된 정보와 내용을 역량 기반 교육을 위한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과 운영에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과 비평적 사고 스킬은 고등교육에서 학생들이 개발해야 할 중요한 횡단 역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
계적인 추세인데,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글로벌 시대에 창의적이고 비평적인 사고는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능력
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러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
은 학생들의 개인 삶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학업 성과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고등교육은 비평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미래
의 직업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이러한 교과목의 재설계는 한국 대학 교양교육
의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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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기초교육에서 교수개발(Faulty Development)의 쟁점
- 외부로부터의 도전 vs. 내부로부터의 성찰

박일우(계명대)

1. 교수개발이란
“대학이 직면한 변화와 도전은 학생, 학부모, 입법자, 고용주, 특히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봉사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교수진 구성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교수가 각각의 업무 분야에 동
원하는 창조성, 헌신, 전문성이야말로 학생, 그리고 더 넓은 사회를 향해 대학이 수행하는 기여의 질
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요소이다. 교수는 소속 기관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교수개발 프로그램
의 도움을 받는다. 이는 대학의 성공에는 물론, 교수 개인의 전문적 업무 성취와 개인적 복지에도 전략
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 비치(Beach, A. L. 외)의 『증거시대의 교수개발 – 현재상황과 미래의 길 Faculty Development in the

Age of Evidence: Current Practices, Future Imperatives』(2016) 서론 한 구절이다. 교수개발의 정의
와 영역이 내용에 들어있지만, 이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추구하는 나라의 제대로 된 대학에서 추구하
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에 더 할 내용이 있다.
“대학의 학부 교육에서 연구와 실천 세계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실증적 연구 결과도 이 장
벽을 해체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교수·학습’에 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 2008년에 나온 데렉 복(Derek Bok)의 『우리네 수준미달 대학들 Our Underachieving Colleges』의 한 구
절이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원로학자의 경고는 그 후 십 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
라 대학들에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학부 교육의 교수·학습은커녕, 우리가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양기초교육이 무엇이며, 바로 오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른다. 이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서 당면한 교수개발의 목표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외부에서 주
어지는 교수지원(Faculty Support)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찰을 함의하는 교수개발(Faculty Development)
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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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양기초교육의 내외 상황
• 지난 수 십 년 동안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평가를 통해 대학을 길들여왔다. 대학 고유의 교육이념,
교육목표는 실종되었으며 정책당국이가 제시하는 ‘지표’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2010년 통계로는 국립
대학은 예산의 45%, 사립대학은 16.5%를 국고지원에 의존한다. 2019년 현재 그 비율은 더욱 올라가 있
을 것이다. 인구절벽 현상의 결과 2021년 대학신입생 인적자원은 대학정원의 75%에 불과하다. 향후 몇
년 동안 대학은 혁신은커녕 생존을 위한 마지막 사투를 벌일 것이다. 이 와중에 2019년 8월,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지표(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교양교육’은 이렇게 정의된다.
“각 대학의 「00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편성·운영된 교양 교과목으로, 학점 당 매학기 최소 15시
간 이당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강의 중 전공과 교직 강의를 제외한 일체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
교육과정 외에 비정기적으로 개설되는 특강, 세미나 등 제외)”

• 이 안이 그대로 간다면 각 대학은 공학인증, 경영학 인증, 학군단,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각종
교과목(취·창업, 단순 컴퓨터 기능, 언어능력 인증자격 취득 용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교양기초교육과정에 포함하
여 학점을 잠식하는 강력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 교양기초교육의 본질이나 성격은 해당 학회에서 “그들끼
리” 논의하는 것이 되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기초교육과정 표준안은 힘을 잃게 되었다. 우연의 일
치인가, 대학 현장에서는 교양기초교과목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폐기된 교과목들 중 강의
만족도만 높았던 ‘잡비학’들을 다시 소환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진행 중이다. 교양기초교육의 진정한 소비
자는 학생들이 아니라 미래사회라는 것을 이들은 무시하고 있다.
• 대학 내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교양기초교육 부서 교수진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교수들이 공생
한다. 글쓰기 등 기초 교양기초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교수들과,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는 기초학문 분야에 오래 종사하다가 마지막 쉼터처럼 교양기초교육에 참여한 교수들이 그들이다.
우리나라 대학 사회의 습성 상 후자는 당연히 ‘갑’의 지위를 유지한다. 문제는 이 분들이 가져 온 교양기
초교육 교과목이 여전히 과거의 학과나 전공에서 오래 해 오던 교과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리버럴
아츠(liberal arts)에 속하는 기초학문 분야는 그나마 나은 편이어야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 분
야에서도 오래된 교수들의 아집과 편협함이 더하면 더하지, 교양기초교과목으로서의 보편성과 학술성을
고려한 사례들은 태부족이다.

[그림 1] 모 대학의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과목 시각화

556

세션 13 FD(교수개발)

• 4차산업혁명이니 융합이니 하는, 이제는 진부해진 구호의 소용돌이에서 대학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 역
시 교양기초교육의 위기로 작동한다. 융합은 인류의 보편적 지식, 즉 리버럴아츠에서 만들어진 지식이 학
제적 체계를 갖추어(학술성)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면(보편성) 학생들의 내부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화학
적 현상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리버럴아츠 교과목에서 얻은 지식을 발전시켜(확장성) 미래의 꿈을 이
루는 것이다. 이 ‘융합’이니 ‘역량’을 각 대학의 소위 성과관리센터는 온갖 도구를 통해 계량화하고 시각
화한다. 개별교과목 하나하나는 역량들과 1:1로 매칭되어야하고 심지어는 다수의 역량과 연관을 맺으며
이는 또 시각화되어야 한다(그림 1). 정부재정지원사업과 평가에 길들여진 대학들이 만들어낸 자구책이
다. 시쳇말로 ‘웃픈’ 현실이다. 이것이 기업의 상품광고와 무엇이 다른가?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마케
터가 되어가는 중이다.
•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교육당국은 국가지원사업과 평가에서 입학 정원 감축이
나 취업률 상승을 반박하기 어려운 지렛대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날 입학 정원은 인구절벽으로 무의미해
졌으며 취업률은 경제퇴조가 더 이상 대학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현실에서 교육당국은 더 이상의 지렛대
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아름다운 문구로 시작된 새 사업을 앞두고, 그
동안 자율성, 독립성, 다양성이 다 없어져 버린 대학들은 그 답을 찾기에 골몰하였다. 대안으로 나온 것
이 일부 선도(?) 대학들의 “학생 성공을 위한 융합형 학사제도”이었으며, 많은 대학들이 바로 한 줄로 서
기 시작하였다. 어떤 대학은 모든 조합이 가능한 융합전공 트랙을 7학기 동안 모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이를 ‘창의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우수사례로 홍보하는 중이다.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와는
담을 쌓고 오직 대학입학에만 전념해온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갓 들어온 학생들이 원하는 대
로, 알아서. 기존 전공들을 결합해보는 실험을 되풀이하면서 대학 생활의 7/8을 보내라는 것이다. 가장
인기 있을만한 ‘융합전공트랙’을 상상해보자. <뷰티-반려동물 융합전공>. 그런데 이 학생들의 미래에 그
대학이 제공한 교육은 어떤 기여를 한 것으로 기억될까?1)
• 결론적으로, 교양기초교육, 나아가 고등교육의 전반에서 오늘날의 정책당국과 대학당국을 믿을 수 없다.
정책당국은 고등교육 왜곡의 모든 근원을 제공하였고, 대학당국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학문의 자유를 정
부의 시혜와 맞바꾸기를 계속하였다. 교육편제와 교육과정에는 이미 특정 사업들의 흔적이 더러는 상호
모순 되어, 여기저기 쌓여있다. 학점이수 규정에 ‘경과조처’가 자꾸 길어지는 이유이다. 한번 소속대학의
규정집을 들여다보시라.
• 이제 제대로 된 교양기초교육, 나아가 학부교육을 그나마 지켜나갈 힘은 교양기초교육 종사자들의 인
식 전환과 자기 성찰에서 나올 뿐이다. 그런데 교양기초교육은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1) 유
 사한 사례가 있다. 모 대학은 “수요자 중심” 교양교육을 위해 매년 <Liberal Arts 페스티벌 대회>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열
고 이를 우수사례로 홍보한다. 학생들이 교양교과목 영역에서 이수하고 싶은 주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내용을 개발하여 발표
하는 잔치이다.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우수(?)한 내용은 정규 교양교육과정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2018년 제3회 대회 최우
수상은 <반려동물행동심리학>이고 우수상에는 <대학생을 위한 파워포인트>가 포함되었다. 이 행사에서 Liberal Arts라는 용
어라도 지워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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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개발의 흐름
• 교수개발 프로그램이란, 강의실 수업 한 시간 한 시간을 둘러 싼 컨설팅에서부터 멘토링, 학술적 글쓰기,
경력 관리, 리더십, 거기다 업무-생활 균형(워라밸)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매우 넓다. 교수 지
원과 교수학습 혁신에서 더 나아가 교수행위, 학문 활동, 제도권에 속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시민의식, 교
수와 동료, 캠퍼스 사회 내부의 다른 성원들과의 관계, 리더십 능력 양성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들은 ‘교수개발’의 정의가 가지는 포괄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교수개발에 좀 더 엄격
한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갱신하였다. 예를 들어 가프 Gaff(1975)는 이를 “재능 제고, 관심 확장, 역량 발전,
그리고, 특히 교육자로서의 역할에서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으로 정의하였다.
• 교수개발 분야에서 선구적 역할을 해온 비치 외는 이 분야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네 가지 시대(학자의 시대,
교사의 시대, 개발자의 시대, 학습자의 시대)로

나누어 개념화하고 나누고 기술하였다(Beach et al., 2016: 4-12).

- 학자의 시대(Age of Scholar,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에서 ‘교수개발’이라는 용어는 먼저 학자의 역량을
개발, 발전하자는 의미이었다. 교수개발의 핵심 목표는 교수진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문분야의 흐름을 파
악하고 연구년, 해외출장, 펠로우십을 통해 심화과정을 이수하여 자신의 콘텐츠를 제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대학교나 대학은 드물었으며 산출물을
측량하는 척도도 거의 없었다.
- 교사의 시대(Age of Teacher, 1960년대부터 1970년대)가 도래하면서 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더 잘 준비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학자로서 교수진 구
성원의 활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목표는 교사로서 교수진 구성원을 쇄신하고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으로 확장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때부터 캠퍼스 전체의 교수학습 개발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70
년대 중반에는 40%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교수개발과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개별 활동, 프로그램, 혹은
일련의 실천을 진행하게 되었다.
- 개발자의 시대(Age of Developer, 1980년대) 동안 교수개발은 개별 강사들의 지원이라는 초점을 여전히 견
지하면서도 다양한 경력 단계에서 나타나는 교수들의 관심사와 요구, 교수들이 개별 혹은 집단적으로 성
장하는데 강조점을 두는 학습 공동체(Faculty Learning Communities; FLG)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도
권 혹은 제도권 밖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점차 늘어나고, 평가를 통해 교육활동과 교수
개발 노력을 측정하는데 대한 관심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 학습자의 시대(Age of Learners, 1990대)는 변화하는 교수학습 패러다임으로 특징 지워지는 시기였다. 교
수활동보다는 학생들의 학습이 중심을 차지하였다. 많은 센터들이 교수자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학습이
론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요구에 부합하는 액티브 러닝을 비롯한 스킬과 전략 목록을 늘리도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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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었다. 이 시대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진보와 복잡한 역동성을 반영하였다. 교
육공학적 수요,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 도구, 웹사이트, 온라인 강좌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다양
한 교수-학습 평가 도구들이 나타났다.
• 2000년 이후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 즉 네트워크의 시대(Age of Network)가 도래하였다. 학생 사회,
교수 사회, 그리고 교수, 학습, 학술의 개념 모두의 변화가 교수개발의 이슈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 교수진의 역할 변화 : 주도적 양상은 교수 선발의 성격에서 나타난바 지속적이면서 동시에 극적인 변화, 즉
정년트랙에서 비정년트랙으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화되어온 양상이다. 미국에서도 교수(풀타임, 파
트타임 포함)의

2/3이상이 비정년트랙 파견 지위로 일한다. 상이한 교수진이 상이한 유형과 지위들로 구성

되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교수의 독자성, 시간, 에너지, 교수개발의 진행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학생성공 : 학생성공이라는 압력 역시 오늘날 교수개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등교육의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서 중등교육 이후의 접근방법, 부담가능성, 지속가능성이라는 어려운 질문들에 봉착해 왔다. 부
모들과 고용주들은 학생들의 등록이 곧 졸업과 취업가능성으로 번역되기를 보고 싶어 한다. 국가적 차원
에서는 경제 자원들이 고등교육으로 연착륙하고, 일단 이들이 대학에 등록하면 성공적으로 졸업으로 나
아가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기대와 압력 사이에서 교수개발은 대학교와 대학은 교수들로 하
여금 효과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성공적인 학생 성취와 학위 취득을 낳도록 하는 역할을 하
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교수·학습의 성격 변화: 교수들의 업무변화, 특히 교수 학습 활동에서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관심, 즉
학생들의 입학, 학업유지,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서 교수 구성원들이 고도의 임팩트를 가진
증거기반의 실천행동을 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나온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전반에서 문제해결기반 학습
과 글쓰기와 같은 학생 중심의 액티브 러닝 기법이 그것이다. 더불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을 위
한 투자가 고등교육 기관에서 교육활동 실천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변화 과정을 고무하는데 중요한 요인
이 되어왔다.
• 이상의 논의는 교수개발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발전된 선구적 논의를 요
약, 발췌한 것이다. 교육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
심사는 교양기초교육의 차원에서 교수개발의 내용과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2)

2) 베
 이커 외(Baker, V. L. et al.)는 『리버럴아츠 칼리지에서의 교수개발 Developing Faculty in Liberal Arts Colleges』(2017)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순수한 의미에서 리버럴아츠 칼리지에 봉직하는 교수들을
위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내용과 우리의 실정을 비교하여 그나마 도움을 얻고자 하는 시도는 향후 연
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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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양기초교육에서 FD의 쟁점 : 개인 차원에서
• 비치(Beach, op. cit)는 네트워크 시대가 부과한 도전에 대응하여 일곱 가지의 광범위한 추천사항을 개발
하였다. 이 사항들은 우리나라 교양기초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대학당국 차원의 교수개발 과정에
서 영감을 준다.
•전
 문적 준비와 개발을 촉진하라: 이 분야에서는 교수개발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각별한 주의
와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수들의 경력 관리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교양기초교육 종사자들은 이른
바 비정년전임교수, 초빙교수 등의 신분으로 남아있다. 이들은 보수체계는 물론 승진이나 승급, 책임시수
등에서 많은 제한이 있으며 교수사회에서도 ‘을’의 위치가 되며, 고유의 연구, 교육업무 이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에 동원되고 심지어 대학의 각종 일상 업무에도 동원된다. 실제로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많
은 부분, 즉 응모-집행-평가준비-결산 등의 일은 상당부분 이들의 몫으로 넘어온다. 이러한 부당한 압
력을 벗어나는 길은 교양기초교육에 관한 확고한 입장과 전문성을 배양하는 수밖에 없다.
•학
 술활동으로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라: 교수개발자는 관련분야 최근 연구물을 계속 접하여 연구결
과가 실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양기초학’은 개별학문(discipline)이 아니라 초학문(hyperdiscipline)이다.

이 말이 교양기초교육 종사자들이 자신의 전공지식 연마를 게을리 하라는 의미는 아니

다. 실제 해외 유수의 리버럴아츠 칼리지의 교수들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적 수월성과 실적을 가
진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양기초교육이 뭐냐?”라는 질문에 막힘없는 대답을 준비하
는 것이다. 아래의 서지목록은 대부분 미국에서 발간된 것이지만 교양기초교육 분야의 전범으로 이론적
무장에 필요한 책들이다.
- 교양기초교육의 역사와 이념
Conant, J. B(intro.), General Education in a Free World : Report of Harvard Committee (“Red
Book”),

1945.

Kimball, B. The Liberal Arts Tradition : A Documentary History, 2010.
Newman, J. H. The Idea of a University, 1853/2016.
Nussbaum, M., Cultivating Humanity :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1998.
- 교양기초교육의 혁신, 리버럴아츠 칼리지
Anders, G., You Can Do Anything : The Surprising Power of a “Useless” Liberal Arts

Education, 2017.
Bok, D., Our Underachieving Colleges: A Candid Look at How Much Students Learn and Why

They Should Be Learning More, 2006/2008.
Davidson, C. N. , The New Education, 2017.
Docking, J. F. et al., Crisis in Higer Education : a Plan to Save Small Liberal Arts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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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merica, 2015.
Kerr, C., Higher Education Cannot Escape History : Issu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1993.
Lewis, H. T., Excellence without Soul : How a Great University Forgot Education, 2006.
Zakaria, F., In Defense of a Liberal Education, 2016.
- 교육과정
Hansdet, P., General Education Essentials : A Guide for Colege Faculty, 2012.
Hanstedt, P., Creating Wicked Students : Designing Courses for a Complex World, 2018.

4-1. 교양기초교육에서 FD의 쟁점 : 기관 차원에서
•교
 수개발의 영역을 넓혀라. 교수개발은 기관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전략 계획에 통합되어야 하고
교수들의 업무 수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관은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업무-생활 균형, 경력
관리에 관련된 교수개발 이니셔티브를 조직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개
 인적 요구와 기관의 요구를 연결하라: 교수개발 이니셔티브는 교수진 구성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관
의 교육 수월성, 효율성, 질을 제고하는 지렛대로 작용하게 된다.
•교
 수개발은 모두의 일이다: 효율적인 교수개발은 개인별, 조직별 요구에 부합하는 것임을 승인, 협력, 인
정하여야한다. 교수개발 커뮤니티는 교수센터 직원 뿐 아니라 도서관, 정보기술부서, 평가부서와 학생업
무 부서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교양기초교육 교수개발에 관한 한 기관의 임무는 더 있다. 기관 차원의 심
포지움, 콜로키움, 초청강연을 통해 교수개발 전반의 선도적인 지식과 노력,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그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한다.
- I 대학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기본컨설팅을 통해 교양기초교육 편제와 지원체제를 살펴본 후, 이이서
심화컨설팅을 통해 전 교과목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교양기초교육부서는 교양기
초교육 종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깨닫고, 심화컨설팅 직
후 한 학기 만에 네 차례의 포럼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I대학은 안정된 교과목 체제와 거버넌스를 갖춘
리버럴아츠 칼리지를 출범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
되었다. 아래는 I대학이 진행한 포럼의 주제이다.
1차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혁신
왜 교양교육인가?
누가 교양교육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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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교과목 모델(I): 글쓰기
교과목 모델(II): 자연과학
3차
I-LAC의 방향성
교양교육의 새로운 거버넌스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OO대학교의 도전
전공-업무 일치도와 Soft-skills
- D대학은 교양기초교육대학을 만들면서 교양기초교육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가 초대 학장으로 취
임하였다. 이 학장은 바로 “교양기초교육 종사자 전문성 제고”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 나갔다.
이 대학은 한 학기 동안 세 차례의 심포지움과 여러 차례의 비공식 콜로키움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대학
을 넘어선 인근 대학을 포함하는 교양기초교육 교수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방학동안의 세미나를 지
원하고 있다.3) 이 사례는 교양기초교육 담당교수들과 담당 기관의 협응이 얼마나 교수개발에서 주요한지,
교양기초교육대학의 거버넌스십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4). 아래는 이 대
학이 진행한 심포지움 발제 제목이다.
1차
대학교육 혁신정책의 기본방향
‘교양교육의 이념’, 그 실현의 기원과 역사
대학교육의 혁신과 교양교육의 정상화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혁신
2차
VUCA시대, 미래역량교육이 답이다!
대학 교양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표준안
대학 교양교육과정 편성의 바람직한 유형
배분이수의 역사와 이론, 문제점과 방향
3차
가톨릭대학의 교양교육: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톨릭대학교에 관한 교황령’을 중심으로

3) 특히 세 번째 심포지움에서는 총장이 직접 기조강연을 맡기도 했다.
4) 교양기초교육대학장은 교양기초교육에 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가져야한다. 이른바 ‘학장학’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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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교육
가톨릭 교육이념과 교양교육의 지향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의 변화

5. 맺는 말
• ‘교수개발’은 우리나라 교양기초교육 분야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아예 ‘교양’이란 말부터 잘못 도입
된 판에5), 우리나라의 교양기초교육이 그동안 몰교양, 반교양, 무교양으로 점철되었으며 이 문제는 해결
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고등교육의 이념과 수승함을 망각한 대학당국과
교양기초교육이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단견이 있다.
• 교양기초교육 종사자들은 일종의 연대성을 가진다. 각자 전공이나 학문배경이 다 다르지만 현재 놓인 상
황에서 긴밀한 공감을 나누기 때문이다. 이들은 늘 화가 나있거나 아니면 체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교양기초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교육이다. 전공교육이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
음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교양기초교육에 종사하는 교수들은 ‘을’의 신분이 아니라 ‘소명’을 지닌 교육
자, 연구자이다. 이를 먼저 깨닫는 것이 진정한 교수개발의 시작이다.
• 교육당국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또 한 번 고등교육을 휘저을 듯하다. 2021년
은 그동안 정부에 의존만 해온 취약한 대학들이 가만두어도 사라지는 시작점이다. 그런 대학들이 없어져
도 교양기초교육은 살아남아야 한다. 제대로 된 교양기초교육이 무엇인지 큰 소리로 말 할 수 있어야 한
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지금이 그 준비를 할 때이다.

5) 백승수, 「교양기초교육의 명칭 재정립을 통한 교양기초교육의 재개념화」, 『교양기초교육연구』 13/1,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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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의 본질과 융복합 교육의 방향

홍성기(아주대)

1. 한국에서 융복합 쓰나미의 시작
21세기 산업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
의 무한정 접근가능한 지식은 그 자체가 큰 부가
가치를 갖고 있다기 보다는,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
에 있다. 특히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서비스산업
의 비중이 강화되어 단순히 표준적인 지식에 의해
제품을 끝없이 복제 생산하는 제조업보다는 수없이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어느 곳, 어느 때라도 만족
시키거나 창출하여 소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요
구하고 있다. 이제 지식전수는 물론 전수된 지식을 넘어선 무엇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중적인 요구에 처해 있지
만, 놀랍게도 한국 교육의 대부분은 아직도 단순히 지식전수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 대학사회에
서 학제간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때 거의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융복합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아이포드(MP3)+전화+인터넷’을 하나의 기기로 합친 아이폰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된 애플
의 ‘아이폰 쇼크’의 핵심은 ‘기술과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 모바일 폰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었다는 점에 있
다. 실제로 아이폰을 모델로 쏟아져 나온 스마트폰은 5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무선통신시장을 석권하
여, 한국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다. 순전히 산업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폰의 출현
은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방식을 크게 바꾸어 생활
방식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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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트렌드에 ‘융합’ 검색 결과: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 이후 급증

아이폰 쇼크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스티브 잡스가 창안하게 되었는지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많은 찬사와 성공의 비결에 대한 분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융합’이었다. 컬럼비
아대 경영대 교수인 윌리엄 더간은 “잡스는 실제로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요. 기존의 기술 중에서 쓸 만한 것
을 찾아, 새롭게 조합했을 뿐이죠. 잡스의 창의적 조합, 이것이 애플의 성공 비결입니다”라고 하였다. 특히 미
국의 학부대학인 리드대(Reed College)를 한 학기 다닌 후 자퇴한 잡스가 서체(Caligraphy)와 철학 그리고 禪佛
敎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아이폰의 탄생에는 스티브 잡스의 머리와 가슴속에서 묻혀 있던 ‘인문학적 상
상력과 디자인’이 기술과 융합되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또 잡스가 2010년 1월 아이패드를 소개하
는 자리에서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애플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인문학 혹
은 예술과의 융합을 IT시대의 천국, 축복의 땅으로 상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거의 황무지나 다름
없던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치솟았다. CEO들의 인문학이 대유행이 되어 『논어』가 경영학의 인간관리
학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거리의 인문학, 도시의 인문학, ‘인문학은 밥이다’, 광고의 인문학, ‘청년백수를 위
한 인문학’ 등 인문학 파생상품도 꾸준히 인기차트에 오르게 되었다. 인문학이 일종의 사회적 로망이 되었다.

구글 트렌드에 ‘인문학’ 검색 결과: 2010년 스티브 잡스의 아이패드 소개 이후 급증

여기에 AI와 로봇에 의해 단순 육체노동은 물론 단순 지적노동이 대체될 것이라는, 혹은 이미 대체되고 있

568

세션 14 자유주제 세션

는 이른바 제4차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닥쳐올 것이 분명해졌다. 한국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기
술 개발과 함께 기술-인문의 융합과 이런 단순 노동을 대체해야 기술변혁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
리 펴지면서 융복합 교육에 대한 강조가 식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단 뛰기 시작하면서 목적지와 방법을 묻는
우리 사회의 경향이 융복합 교육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각종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평가에 ‘융복합 교육’
은 지상의 과제처럼 강조되었고, 수많은 심포지엄과 세미나에서 융복합 교육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략 지난 10년간 정부는 국책사업을 통해 융복합 교육에 대한 해답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이 나름대로 융복합 교육을 선언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융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교육하느
냐는 문제의 해답은 확실하지 않다.

2. 융복합 교육 방향의 혼란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한 졸업자들이 새로운 ICT-시장에서 벤처기업을 만들려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들과 대
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전면 확대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전문 용
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해서 ICT와 인문사회예술이 곧바로 융합되는 것이 아님도 명백하다. 사실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것이 ICT-융복합을 하기 위한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정작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ICT와 인문사회예술이 융합될 수 있는지
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융복합 교육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의 방법론을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융복합 교육의 유형은 대부분 ‘교수(공급자) 위주의 강의’라고 단정할 수 있다. 즉 두 개 이상의 서로 다
른 영역을 하나의 강의에서 결합시키는 융합주제형과,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학문영역의 교수가
공동강의를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의 유형은 담당교수들이 순차적으로 강의하는 경우와 동시에 강의와 토론
을 주도하는 경우, 이른바 팀 티칭이 있다. 이런 공급자 위주의 융복합 교육은 어떤 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반
응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는 ‘교수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운다’는 것은 동어반복에 가깝기 때문
이다. 그러나 여러 영역을 한 교수가 결합하여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단일주제의 강의와 원칙적으로 크
게 다른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단일한 학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과학 역시 종교나 기타 세계
관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1) 기존의 단일 주제의 강의와 융합주제형 강의에 차이는 융합
이 기정사실화 되어 단일주제의 학문으로 보이는 정도에 있을 뿐이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융복합 기술의 시
대에 이런 형태의 강의는 얼마 안가서 그 융합적 특징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요즈음 누가 스마트폰을 ‘음악+전화
+인터넷+카메라’의 결합이라고 생각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그냥 스마트폰일 뿐이다. 기술적
진보가 가져오는 경이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단일 주제에 여러 학문이 접근하는 강의방식은, 순차적으로 여러 교수들의 강의가 진행될 경우 단

1) 일리야 프리고진, 이사벨 스텐저스 지음, 신국조 옮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 자유아카데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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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러 개의 강의를 압축한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강의 도시락, 레이션 박스와 흡사하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교수들이 합동으로 강의와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수 위주의 융복합이라는 한계를 넘
지 못하며, 많은 교수자원이 요구되어 확대의 가능성이 낮다.

3. 융복합의 의미
문제의 핵심은 이제 조금 분명해졌다. 우리는 아직도 융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융복합에 대한 의미 규정 이전에, 융복합을 실행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해지는 애플사 인물들의
몇몇 진술들을 살펴보자. 비유 등이 사용되고 있어 원문으로 인용한다:
It i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at yields us the results that make our heart
sing.(Steve Jobs)2)
Technology inspires art, and art challenges the technology.

(John Lasseter, the chief creative

3)

officer at Pixar)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But ten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never have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Steve Jobs)
In an age of intellectual fragmentation, Jobs insisted that the best creations occurred
when people from disparate fields were connected together, when our distinct ways of seeing
the world were brought to bear on a singular problem.(…) The Latin crest of Pixar University
says it all: Alienus Non Diutius. Alone no longer.4)

앞의 두 인용에서 ‘married with’와 ‘inspire’, ‘challenge’는 융복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거나, ‘융복합’이
기계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어떤 지적, 정신적 영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융복합의 의미 파악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비유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융복합 교육이 기계적인 지식 전수가 될 수 없거나,
단순히 팀 티칭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인용인 잡스의 회고에서는 융복합
이 사물이나 행위가 놓여 있는 ‘맥락(context)의 변화’와 관계있음을 비교적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즉 중세 수도
원에서 책을 필사할 때 사용되던 서체(caligraphy)가 매킨토시라는 컴퓨터의 맥락에 놓여 폰트의 관점에서 바라

2) Steve Jobs가 2011년 아이패드2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다.
3) John Lasseter가 만든 작품에는 <토이스토리>가 있다.
4) Jonah Leher "Steve Jobs: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e NewYorker>, 2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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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된 것이다. 물론 서체와 관련한 이런 맥락의 변화는 리드대학에서 서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모두가 설
사 매킨토시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해도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5)
다음으로 에니메이션 회사인 픽사가 만든 대학의 슬로건을 설명하는 인용문에서는, 세계 혹은 사물이나 행
위를 보는 서로 다른 관점들(ways of seeing)이 특정한 문제의 해결에 ‘중첩’되면서 하나의 관점만을 갖고 있던
사람의 관점 전환을 말하고 있다. 위의 융합에 대한 인용문에서 맥락의 변화와 관점 전환은 사실상 동전의 양
면처럼 분리될 수 없음이 분명하지만, 편의상 양자를 분리하여 그 예들을 살펴보자:
가. 특정한 관점을 통해 보기1: 연료의 연소(CH 화합물 + O2 → CO2 + H2O)와 신체 내에서 음식물 섭취에
의한 에너지 발생
일반적으로 물질의 연소는 고온과 고열 그리고 빛을 발생
하는데, 이런 연소작용은 생체 내에서 음식물의 소화, 흡
수를 통한 에너지 발생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다. 해서 ‘복부
지방의 연소’라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의 평범한 기술
로 사용되고 있다.6) 이처럼 특정한 이론을 외적으로 비슷하
거나 혹은 비슷하지 않은 현상들에 적용하는 것은 ‘특정한
관점을 통해 사물을 보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수학이나 자연과학 수업에서 공식이나 이론을 적용하는 연습문
제를 풀 때, 바로 이런 관점과 관점의 응용이 요구된다. 낮은 단계이지만 융합적 사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나. 특정한 관점을 통해 보기2: 토끼-오리
옆의 그림은 19세기 독일의 한 잡지에7) 실린 그림이다. 이후 흔히
‘토끼-오리’로 알려진 이 그림은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사물을 바라보
는 관점 이동의 예로 사용되면서8) 널리 알려졌다. 우리는 이 그림을 오
리 혹은 토끼 둘 중의 하나로만 볼 뿐, 동시에 오리와 토끼를 볼 수는
없다. 사물의 용도나 기능은 물론, 사물의 인식 자체에도 특정한 관점
이 동원되며, 이때 관점의 이동이나 변화에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5) 한국의 대학교육은 단기적이거나 직접적인 ‘쓰임’과 연계된 전공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교육은 쓰임이 사라지면 지식도 필
요 없게 된다. 반면에 이런 단기적이거나 직접적인 쓰임과 거리가 먼 교양교육은 삶과 직업 생활의 어느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쓰임과 만날 수 있다. 이점이 스티브 잡스의 회고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대학이나 정부나 교양교육을 단기적인 쓰
임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맹인이 차를 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
6) 필자는 어렸을 적에 숯이나 나무의 연소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의한 ‘힘’의 발생이 같은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하다.
7) Fliegende Blätter, 23 Okt. 1892
8) Wittgenstein, L., 『Phlosophische Untersuchunge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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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한 맥락에서 보기: 비유크리드 기학학에서 삼각형의 의미
‘임의의 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할 때, 교차되는 각의 내각의 합이 2 직각(180도)보다 작을 때, 두 직선을 계속
연장하면 두 각의 합이 두 직각보다 작은 쪽에서 교차한다’는 유크리드 기하학의 공리이다. 이 공리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어떤 직선과 그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1개이다’라는 명
제와 동치이다. 이런 점에서 위 공리를 ‘평행선 공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평행선 공리는 유크리드 기하
학의 다른 公理(axiom)에 비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 거의 2,000년간 다른 공리들로부터 증명될 수 있는 定
理(theorem)일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공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은
18세기경에 이 평행선 공리를 부정한 공리와 나머지 다른 공리들이 모순을 만들어낸다면 나머지 공리들로부
터 평행선 공리가 증명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9) 그러나 놀랍게도 평행선 공리를 부정한 명제와 다른
4개의 공리가 모순을 만들어 낸다는 추측은 증명되지 않았고, 다만 유크리드 기하학의 공리체계가 무모순이면
평행선 공리의 부정을 집어넣은 공리체계도 무모순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비유크리드 기하학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삼각형’, ‘직선’, ‘평행’과 같이 우리에게 비교적 자명하게 보이는 개념들과 비유크리드 기하학이 어
떻게 양립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옆의 그림에서 세 점 A, B, C를 잇는 세 선분이 만
든 도형이 삼각형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삼각
형은 직선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선’이란
무엇인가? 직선을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이라고 한다면 옆의
도형 ABC는 삼각형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행’이란 개념도 두 직
선을 계속 연장하여도 만나지 않을 때의 관계라고 한다면 지구와
같은 구면에서 선BC와 점A를 지나면서 선BC에 평행인 직선은 무
한히 많다.
여기서 우리는 ‘직선’이나 ‘평행’과 같은 개념들이 다른 맥락에
놓였을 때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직
선’이나 ‘평행’과 같은 개념들은 공간의 곡률이 0인 맥락에서만 통용되며, 만일 곡률이 0이 아닌 맥락에서는 어
떤 면에서 다른 속성을 지니지만(예: 위 그림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3직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의 의미를 잃
어버린 것은 아니다. 이처럼 특정한 맥락과 결부된 관점은 매우 집요하여 유크리드 기하학의 ‘직선’, ‘평행’과 같
은 개념을 다른 맥락으로 옮기는데, 혹은 다른 맥락을 발견하는데 2,000년 정도가 걸린 것이다. 우리는 비유
크리드 기하학을 유크리드 기하학의 개념들이 곡률이 0이 아닌 공간 즉 새로운 맥락과 융합되어 나온 결과라
고 볼 수도 있다.

9) 이탈리아의 수학자 사케리(Girolamo Saccheri, 1667-1733)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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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맥락의 변화에서 관점의 변화로 혹은 그 역관계: 마르셀 뒤샹의 Ready Made 작품의 효시인 ‘Fountain

위의 가운데 사진은 뒤샹이 1917년 미국의 독립예술가협회의 전시에 출품하였다가 거절당한 작품 <Fountain>
이다.10) 남자 소변기를 화장실이라는 환경(맥락)에서 전시장이라는 맥락으로 옮겨 놓고 볼 경우, 이 오브제를 보는
방식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예술과 현대 미학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 즉 예술작품의 예술성이 작품 내에
만 존재한다는 오래된 생각에 도전한 것이다. 아마도 뒤샹은 소변기 자체에서도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이고, 이
런 관점의 변화가 이런 도발적 오브제를 전시회에 출품하도록 만든 동기일 것이다. 이처럼 맥락의 변화·교환과 관
점의 변화·교환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뒤샹의 레디메이드 작품들은 기존의 맥락에서는 전혀 다른 기
능을 갖고 있던 오브제들을 전시장의 맥락과 융합하여(맥락 교환) 이들을 예술품으로 보게 만든(관점 변화) 것이다.
마. 고착된 관점에서 벗어나기: 장자의 스토리
『장자』의 제1편인 「逍遙遊」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청난 과장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사실 황당
하게 보이는 이런 과장에는 상식인의 관점을 흔들어 보려는 장자의 처절함이 느껴진다.11) 따라서 이 편에는 작
은 관점과 큰 관점, 작은 지혜와 큰 지혜의 대비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당연히 장자의 스토리에는 관점과 맥
락의 이동에 기반한 융합적 사고가 없을 수 없다.
장자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큰 것을 쓰는 방법이 정말 서툴군요. 송나라에 손 안 트는 데 잘 듣는 약
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솜을 물에 빠는 일을 가업으로 삼고 있었더랍니다. 한 나그네
가 그 말을 듣고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제의하자, 그가 가족들을 모아 놓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말
했다는군요. -우리가 대대로 솜을 빠는 일을 해 오고 있지만, 겨우 몇 푼이나 버는 데 불과했다. 이제
단번에 이 기술을 팔아 백금을 벌 수 있으니 그에게 팔도록 하자.- 나그네는 그 처방을 얻어 가지고 오
왕을 설득했습니다. 마침 월나라에서 침범하여 왔으므로, 오왕은 그를 장수로 삼아, 겨울철에 월나라
군사와 수전을 벌여 그들을 크게 패배시켰습니다. 오왕은 그의 공적을 치하하여 봉지를 내리었답니다.

10) 출품된 원작은 보존되고 있지 않다.
11) 여
 기서 상식인의 관점은 삼라만상이 서로 독립된 사물들이라는 것, 장자의 관점은 우주 전체가 하나라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후자의 전일론적(holistic) 관점을 소개하려는 장자의 노력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눈물겹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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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트지 않게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는 봉지를 받고, 어떤 이는 솜이나 빨게 된 이유는 그것을
쓰는 방법이 달랐던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약방문을 “쓰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은 그것을 ‘솜빠는 일’에서 ‘수전(水戰)’으로 맥락을 바꾼 것
이고, 동시에 이는 약방문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솜을 빨 때 쓰던 약방이 전쟁 기술과
융합된 것이다.

4. 융복합 교육의 방향
스티즈 잡스가 설립한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와 디즈니가 병합되면서, 잡스는 회사의 사무실 건물을 융합
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디자인 하였다. 아래의 사진은 회사의 건물 입구(atrium)이지만 동시에 작업공간이다. 즉
스티브 잡스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쉽게 만나서12)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문제 해결을 하
도록 아예 사무실에 파티션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난다고 해서 융합이 쉽게 일
어나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작업 공간의 도움을 받아 픽사의 경영진은 사람 대 사람이 만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만
남의 문화를 개발했다. 회의실에서, 모든 사람들은 해고에 대한 걱정 없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무엇
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 픽사와 디즈니가 합병 한 후 픽사의 사장 Ed Catmull은 “협업의 프레임 워

12)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 회사 직원이 화장실에서도 서로 만나 이야기하도록 만들었다. 나중에 불편함
으로 인해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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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설명하는 데 약 4시간이 걸렸지만 실제로 디즈니의 맥락에서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약 4년이 걸
렸다”고 말했다.13)

위의 인용문은 픽사의 회사 문화를 합병된 디즈니에 이식시키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픽사의 협업의 관점과 디즈니의 관점이 하나의 회사에 병치되어 있으면서도 융합되는 데에 오랜 시간
이 걸렸다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이 말은 디즈니 출신의 직원들이 융합적 사고를 배우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
렸다는 점도 의미한다. 그것은 관점을 바꾸거나 맥락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관
점을 바꾼 후 돌이켜 보면 너무나 간단한 아이디어, 간단한 일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사물이나 행위에 고착되
어 들러 붙은 관점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관점과 맥락의 변경은 일종의 창의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적이고 융합적 역량은 어떤 인간이 갖고 있을까?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
설에서14) 인용한 “Stay hungry, Stay foolish”15)라는 말처럼, 창의적 역량의 배양과 그 실현은 끊임없이 구름
사이로 잠시 비쳤다 사라지는 자신의 비전이 야기하는 충동과 갈망에 의해 이끌리고, 이 비전에 대한 거의 절
대적인 확신에 의해 우직하게 나아가는, 혹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설 때 주저하기 보다는 그
냥 지르고 보는 무모함, 독선, 고집이 더 필요하다. 이때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지식이나 역량은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흐려져서 혼돈의 상태로 변한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때 혼
돈의 바다에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직관과 내적 감각에 의존할 뿐이다. 기존의 질서와 규범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기존 질서의 유지자들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당신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
의 생각의 결과와 함께 사는 도그마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당신 내부의 목소리가 타인의 의견이라는
잡음에 익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가슴과 직관은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어 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습니
다. 나머지 모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16)

창의적 인간들과 전위 예술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질서에 대하여 아무런 미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바로 이러한 내적 갈망이 있어야만 오며 가며 수없이 지나온 많은 문들 중에 실은 계속 열려 있었던 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갈망하고 우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

13) Jonah Leher "Steve Jobs: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e NewYorker>, 2011.10.7
14) S
 teve Jobs,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Jobs says”, <Stanford|News> 2005.6.14., <http://news.stanford.
edu/news/2005/june15/jobs-061505.html> (2014.11.24.)
15) 스
 티브 잡스의 연설 내용에 의하면, 이 슬로건은 1968년 Stewart Brand에 의해 창간된 ‘Whole Earth Catalog’의 1974년
마지막 호에 있었다. 이 카탈로그는 미국의 뉴 레프트 운동과 함께 히피 문화, 도시에서 전원으로, 그리고 개인주의에 바탕
을 둔 비전을 제시하였다. 창간호에 실린 발간 목적 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교육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영감을 찾는, 자신의
환경을 형성하는, 그리고 자신의 모험을 관심 있는 사람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는 점이 있다.
<http://www.wholeearth.com/uploads/2/File/documents/sample-ebook.pdf> (2014.11.23.)
16) Steve Jobs, 앞의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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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인간 사회는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대학의 융복합 교육에서 시사하는 바
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와 열정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융복합 교육은 어떤 면에서 자기 주도 학습
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융복합 교육은 반(反)창의적, 반(反)융복합적 성격
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융복합 교육의 목적과 방법의 불일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융복합 교육을 통해서 키우려는 것
은 학생의 융복합적 사고의 배양에 있지 교수의 융복합 역량 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잘 구성
된 융복합 주제의 강의도 하나의 전범(典範)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융복합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양
해야 할 역량은 지금까지 없었던 역량이나 지식들 사이의 연계에 있는 만큼, 전범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 자체
는 결코 목적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특히 대부분의 교수가 강의실에서 하는 일은 특정한 영역과 특정한 사
물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맥락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17),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
운 맥락에서 사물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바로 이점이 한국의 대
학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융복합 교과목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특히 융복합 교육은 대학평가
에도 종종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런 융복합 교과목은 핵심역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표달성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물론 창의성이나 융복합 사고 역량을 지표 조작 즉 수치 조작으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융복합 교육은 매우 비교육적이고 시간과 재원의 낭비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교에서 융복합 교육, 특히 교양교육에서 융복합 사고 훈련은 학생주도 학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18)
전화, 인터넷, MP3를 하나의 기계인 아이폰에 집어넣은 것은 이 세 가지의 기술적 결합으로 새로운 맥락을
만든 것이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새로운 맥락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생활 방식 즉 새로운 문화의 창조였다.
이처럼 맥락의 교환을 넘어 새로운 맥락을 나아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것은 성공하였을 경우 그 영향
이 매우 크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19) 실제로 사회의 혁신(innovation)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지
식전수 위주의 교육이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쓰임과 연계된 전공교육 집중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여기에 학생
주도 학습은 물론, 특정한 쓰임에 고착되지 않고 여러 관점과 맥락과 연계될 수 있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다른 한편 융복합적 사고란 이처럼 새로운 생활 방식의 창조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맥락 이동과 관
점 이동이란 본질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의미하고 이런 유연한 사고란 단순히 경제나 직업 활동에만 필요한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은 살아야 하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
이면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유연한 사고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융복합 사고란 노자가 강조한 ‘上善若水’의 한
예라고나 할까.

17) 이것이 교수(professor)가 교수일 수 있는 이유이다.
18) 아주대학교의 강의페어링이 그 한 예이다.
19) 만일 새로운 삶의 방식의 창조가 쉽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불행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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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4-2 교양교육 질 관리 체계 사례 발표 및 방향성 탐색

교양교육 질 관리 체계 사례 발표 및 방향성 탐색
정문숙(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발표개요
지난 십수 년간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다양한 사업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전국의 각 고등교육 기관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더
불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신입생 수 감소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적 반향은 대학 교육 변화에 대
한 절실함을 불러오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본성을 되살리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기본 소양을 교육할 수 있
는 교양교육의 변화는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교육혁신이 당면과제인 현재 전국의 대학은 자체적으로 또는 국가사업비 지원으로 교양 교육과정 운영의 가
시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된 교양 교육과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아직 높다고 보
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각 대학 교양교육 혁신의 방향성이 공통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
이고, 둘째, 교양교육의 변화를 불러오는 주요 국가사업이 변화된 교양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대학에
두기 때문이고, 셋째, 각 대학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교양 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가 CQI 작성 의무화 수준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는 교양교육의 질 제고와 교양 교과과정 운영의 선순환을 위한 K대학의 자체 교양교육 질 관리
체계구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K대학은 2017년 ACE+사업 선정을 계기로 교양교과과정 개선 작업을 더욱
강화하였고 대외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재의 교과과정을 완성한 후, 자체 운영
기구(교양교과과정위원회)와 개발·개선 연구기관(교양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교과과정 운영의 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
다. 소규모 공학중심 K대학은 기존의 공학교육인증체계를 위한 전문교양교과 질 관리를 위한 CQI 제도가 이미
실행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공학교육인증만이 아닌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K대학 교육의 큰 축으로
서 교양 교과과정 운영 질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 체계는 단순 행정수준이 아닌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
가 직접 운영하고 교양교과과정위원회와 교양교육센터가 평가하여 2018년 순환 주기를 처음으로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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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K대학의 사례를 통해 학회에 참석하는 타 대학의 교수자와 행정가에게 교양교육 질 관리 가능성
사례를 제시하고, 교양교육 질 관리 체계의 선순환이 대학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호소하고자 한다. 그러
나 K대학의 질 관리 체계는 1주기 순환의 성과만이 있어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를 위하여 교양교육
의 발전을 추구하는 집단지성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장을 갖게 되길 바란다.

578

세션 14 자유주제 세션

세션 14-3 마이크로러닝 연구의 이슈와 최신동향

마이크로러닝 연구의 이슈와 최신동향

노 들(한국기술교육대학교)

Ⅰ. 서론
최근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이러닝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마이크로러닝
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최신 교육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러닝의 최신
연구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신의 빠른 사회 변화와 트렌드의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이슈
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기술공학 분야 및 평생교육, 직업교육 분야에 있어서 마이크로러닝의 접목
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연구조사로써 의의를 둔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국내외 최신 문헌을 중심으로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을 살펴보려고 한다. 마이크로러닝(mirolearning), 마이크로콘텐츠(microcontent), 바이트사이즈러닝(bite-sized
learning)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다양한 세대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취향에서 소비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특히 요즘 시대에 새로운
변화로써 강조될만한 점은 Z세대의 등장일 것이다. 이들은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기존
세대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마이크로러닝을 다룰 때 반드시 세대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Kushner(2017)에서는
Z세대에 대한 언급을 시도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알맞은 작은 콘텐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Aitchanov
et al.(2013)에서는 140자만 쓸 수 있음에도 상당한 유저를 끌어들이고 있는 twitter를 이용한 학습 효과를 연
구하였다.
Z세대뿐 아니라 90년대생 등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20~30대는 특히 온라인 친화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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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택(2018)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할 줄 알며, SNS를 통하여 소통하는 세대이다. 또
한 긴 텍스트를 읽기 싫어하며, 요점만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분석이 많다. 간단하고, 재미있고, 정직한 세대
라는 그들의 모바일 라이프는 ‘앱 네이티브’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 등에 능숙한 세대이다. 마이크로러닝은 이러
한 세대만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대의 등장으로 더욱 적용 속도가 높아지는 있는 추세인 것만
큼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겪으며,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에 적응해 다가고 있는 Z세대이지만 막상 이들이 수혜 받
고 있는 ‘교육’은 현실과 조금 다르다. 이지효(2016)에 따르면, 교육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공급자 중심
이라는 점을 꼽으며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천편일률성을 꼬집었다. 점차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기존과 같은 교
육 방식을 바꾸어 완전한 개인화(맞춤형 교육)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여기에서 내다보고 있는 점과 같이,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디지털 기술, 즉 온라인 교육으로 어느 정
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각기 다른 학습자의 연령과 학습 진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모두가 맞
추어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이를 해소해 줄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러닝이 가지는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
는 학교교육의 개혁에 맞춘 관점에서 마이크로러닝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현 시점에서 사회의 흐름 상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고자 한다.

1. 마이크로러닝의 개념
최근 미시적 학습에 대한 논의에서는 학습자들의 제약과 자유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학적 책임에 초점을 맞
춘다. 미시적 학습 담론의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다원적 특성은 좋은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배양되고 장려될 것
이라고 믿는다고 한 Hug & Friesen(2009)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러닝은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큰
교육적 흐름이 되었다.
이러닝의 맥락에서 마이크로러닝으로의 개념이 시작된 초창기에는 짧은 학습 활동을 모두 마이크로러닝의
마이크로콘텐츠로써 이해하기 시작했다(이가영, 2019). 이가영(2019)에서는 <표 1>과 같이 다양한 맥락을 가진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을 정리하였다.
<표 1> 마이크로러닝의 정의 및 특징(이가영, 2019)
연구자

연구 연도

연구맥락

정의 및 특징

ATD TK

2018

기업교육

· 1~2 가지 학습 목표에 중점을 두는 교육
· 간단하며, 일반적으로 2분에서 7분 사이의 길이(그러나 최대 15분까지로 다양함)
· 달성 가능한 특정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행동 지향적

소효정,
이혜란

2017

동향분석

· ‘비정형 학습(informal learning)’의 한 부분으로 짧은 단위의 학습 서비스인 마이크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빈번하게 접속하여 학습하는 형태
· 웹 2.0 테크놀로지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마이크로러닝의 개념이 재정의 되고 있음

Fox

2016

기업교육

· 개인이 자신이 학습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한 입 크기의 콘텐츠 형식으로
제공되는 교육
· 동영상 및 소셜 앱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함

평생교육

· 직장 기반 학습, 평생학습, 개인학습 등의 필요성에 응답하는 새로운 학습방법
· 기술의 융통성과 작은 덩어리의 학습 콘텐츠의 결합
· 학습자 중심, 합리적인 비용, 상호작용적 특징
·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는 이러닝

Jomah,
Masoud,
Kishor &
Aure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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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ngson,
Crosslin &
Dellinger

2015

학교교육

· 마이크로러닝은 모바일러닝이라는 주제와 중복됨
· 짧은 디지털 텍스트, 간단한 비디오, 2~3개의 퀴즈 또는 마이크로 팟 캐스트와
같은 요소로 구성됨

Sun, Cui,
Guo,
Beydoun,
Xu &
Shen

2015

고등교육

· 마이크로러닝은 몇 초에서 최대 15분 이상까지의 시간 범위를 다룸
· 웹에 초점을 맞춘 정의(웹 리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 조각의 지식과 관련)
· 작은 학습 단위에 대한 단기 학습 활동
· 모바일 학습과 유사한 특색을 공유함
· 적시학습(JIT)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며, 근무 시간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됨 사용자가 정보 과부하 없이 학습 가능함

Job &
Ogalo

2012

평생교육

· 사회 및 환경 변호로 인해 요구되는 유연한 학습방법
· 지식 생성 단계(관찰 및 데이터 수집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Buchem &
Hamelmann

2010

평생교육

· 웹에서 접근 가능한 작지만 자명한(self-explanatory) 학습 자원을 사용하는 학습방법
· 단기학습 및 비정형 학습(informal learning)에 중점을 두는 학습방법

이와 같이 그간 여러 연구에서 각각 다양한 맥락별 정의와 특징을 짚어냈다. 특히 ATD에서는 최근 매년 마
이크로러닝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크게 대두되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컨퍼
런스의 상당 부분을 마이크로러닝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하였다. 특히 ATD의 대표인 토니 빙햄(Tony Bingham)
이 2017 ATD ICE에서 ‘마이크로러닝 시대’라고 선언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트렌드로써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2018년에는 마이크로러닝의 설계 모델로써 MILE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졌다. 어떠한 설계 모델이 가장 적합하
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기존에 이러닝에 접목하던 설계 유형과는 다른 순환형 모델로써 대두되었다.
2019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루어졌으며, 마이크로러닝이 적합하지 않은
특정 분야나 MILE에 대한 설계 모델이 다시 한 번 다루어졌다.
MILE 모델에서도 논의되었듯이, 궁극적으로 개개인별 학습 동기나 학습니즈가 강하다고 하기 보다는 조직
의 니즈로 인하여 효율성 높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초 HRD 분야의 많은 각광을 받아왔다.
하고 싶은 학습보다 해야 하는 학습에 더 유리한 학습방식일 수 있다는 언급도 있는 것이 그 때문이다. 막연한
학습내용이 아닌 강한 업무관련성을 띤 내용을 담았을 때 보다 효율 높은 학습 성과를 내는 이유 또한 그 때
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습목표를 명확히 하고 특히 세부적인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마
이크로러닝 교수설계의 기본이 될 것이다.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콘텐츠의 개발뿐 아니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 및 플랫폼 등 마이크로러닝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Nicholls & Restauri(2015)는 블
랙보드(Blackboard)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을 참고하여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또한 Paul(2016)은 마이크로러닝의 적용에 대하여 최신 트렌드로써 학습단위가 ‘big lessons’에서 ‘small
chunks’로 변화하나 간단하지만 완벽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듈 단위의 학습이나 학습대상 설정 및
운영 도입 범위 등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 마이크로러닝의 사례
국내에서는 마이크로러닝에 대하여 활발하게 적용하여 마이크로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곳
으로 MINING, 휴넷 등이 있으며, 특히 휴넷의 휴넷SAM은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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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많은 학습자 수를 거느리고 있다. 휴넷CEO에서는 주로 경영 및 리더십에 관한 분야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휴넷PRIME은 비즈니스 분야 외에도 외국어 취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약 5~20분짜리 마
이크로콘텐츠를 운영 중이다.
해외 사이트 또한 마이크로러닝을 운영하는 곳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i-spring, Gnowbe 등
이 있는데, 각각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업교육 분야를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Gnowbe의 경우 국
내에도 MOU를 맺어 전용 플랫폼에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특히 모바일 학습에 특화되었다고
하겠다. Gnowbe Learn은 직접 운영 사이트로 124개의 강의가 6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Gnowbe
Technology는 4개 분야의 40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홍정표(2018)에서는 마이크로러닝을 이용하여 임계경로법 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실제 개발하여 운영
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러닝을 활용한 임계경로법 학습 콘텐
츠를 개발하고 소셜 미디어 채널 및 교육영상 플랫폼에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이 마이크로 콘텐츠에 대한 학
습자의 만족도 및 개선점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콘텐츠 모듈 프로젝트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수설계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었다.
한편 이가영(2019)은 HRD 담당자의 마이크로러닝 인식연구를 진행하여 마이크로러닝 도입에 대한 요구 사
항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으로는 마이크로러닝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HRD
분야에서 해당 개념과 활용방안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Radim & Tomas(2019)에서는 컴퓨터 아키텍처 및 운영체제 기본사항 과목에서 마이크로러닝의 적용에 대
한 파일럿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장거리 학습과 풀타임 학습에서 기술 및 인문 과목의 고등 교육 환
경 내에서 마이크로러닝(Micro Learning, ML)의 적용을 검토하는 2년간의 예비 조사의 결과물이다. 이러닝을
대체할만한 콘텐츠 개발 방식으로써 마이크로러닝의 가능성을 아주 크게 점쳤으며, 해당 파일럿 연구는 26명
의 체코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진행되었다. 이러닝 코스 포맷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러닝으로 전환
하여 코스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일부분 블랜디드 러닝처럼 운영되었기도 하다. 운영을 위해서 무들(Moodle)
플랫폼의 LMS를 선정하였고 여기에서의 운영을 위하여 H5P 툴을 이용한 콘텐츠로 변환하였다. 실제 학생들
의 학습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마이크로러닝으로 학습한 그룹의 학생들이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학습
만족도 조사 결과도 더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최근(2017.09.01.~2019.09.31.) 2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microlearning”을 구글 트렌드로 검색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주제어 빈도를 나타낸다.

[그림 1] 최근 2년간 구글 트렌드 검색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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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학교 교육 및
기업, 평생능력, 직업 교육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문헌선정 요건 및 분류기준
마이크로러닝과 관련한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계적 문헌 리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
난 약 2년간(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발표된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분류하였다.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으
로는 Kitchenham et al.(2009)에서와 같이, ‘체계적 문헌 리뷰(Systemic Literature Review)’에 기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검색의 범위는 연구자의 소속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국내 및 해외 DB(Database, 데이터베이스)
를 모두 망라하였다. 단행본은 제외하였으며, 문헌검색 키워드는 마이크로러닝(mirolearning), 마이크로콘텐츠
(microcontent),

바이트사이즈러닝(bite-sized learning)을 주요 검색어로 설정하였다. 분야 구분 없이 일괄 검색하

였고, 각각의 DB에서 중복으로 검색되는 것은 중복제거 하였다. 이렇게 검색한 결과 저널, 학회발표, 매거진 형
태로 총 69건의 해외문헌과 5편의 국내문헌이 수집되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마이크로러닝에 초점이 맞춰
진 문헌만을 선별하여 해외문헌 66건, 국내문헌 5건, 총 71건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소효정·이혜란(2017)에서 조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최신의 마이크로러닝 관련 연구의 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효정·이혜란(2017)에서는 2003년부터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같은 키워드
로 검색한 문헌이 해외문헌은 총 98편, 국내문헌은 총 1편에 불과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문헌은 제외하고
해외문헌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었으며, 실제 내용이 마이크로러닝에 초점이 맞춰진 문헌만을 선별하여 74편의
문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게 된 최근 2년간의 문헌 편수는 71편으로 14년간의 문헌의 양과 최근 2년
간의 문헌의 양이 거의 동일하다. 결국 최근 2년간의 문헌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 문헌들을 각
각의 DB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DB도 있었으나, 편수가 0인 경우에는 생
략하였다. 또한 Business Source Complete과 education source에서 22편이 중복되며, Business Source
Complete과 Academic Search Complete에서 16편이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중복을 제거한 총 편수는 71
편이다.
<표 2> 분석에 활용된 문헌 수
국내외 구분

국내

DB

편수

Dbpia, 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1

NDSL, RISS

3

스콜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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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15

Business Source Complete

41

education source

28

ERIC

2

Academic Search Complete

18

해외

2. 분류 기준에 따른 문헌분석 실시
71편의 문헌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소효정·이혜란(2017)의 분류를 일부 수정하여 <표 3>과 같은 기준을
따랐다. 문헌발행 연도와 학습자 배경, 연구방법 유형에 의한 분류를 통하여 최근 2년간의 마이크로러닝 관련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3> 문헌분석 분류기준(소효정·이혜란, 2017)
기본정보 분류기준

기간별 문헌발행 연도

학습자 배경

연구방법 유형

4개월 단위

기업, 일반, 대학생

실증연구, 개발연구, 이론연구, 의견제시

Ⅳ. 연구결과
1. 문헌발행 연도
지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14년간의 문헌 편수의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많은 양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내문헌보다는 해외문헌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시기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
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4> 최근 2년간 국내외 관련 논문 편수 현황
구분

2017.9~12

2018.1~4

2018.5~8

2018.9~12

2019.1~4

2019.5~8

합계

국내(건)

1

1

0

1

2

0

5

해외(건)

10

8

13

23

8

4

66

합계(건)

11

9

13

24

10

4

71

점유율(%)

15

13

18

34

14

6

100

문헌발행 연도에 따른 구분은 이와 같이 진행하였다. 최근 2년간의 진행현황을 4개월 단위로 끊어서 기록하
였다. 2017년 9월부터 12월, 2018년 1월부터 4월, 2018년 5월부터 8월, 2018년 9월부터 12월, 2019년 1월부
터 4월, 2019년 5월부터 8월로 총 6개 단위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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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근 2년간 국내외 관련 논문 기간별 편수 현황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4개월간은 국내 1건, 해외 10건으로 총 11건의 연
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4개월간은 국내 1건, 해외 8건으로 총 9건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는 국내 연구는 0건으로 없었고, 해외 연구가 13건이 있었다. 특히 국내 연구
는 2년간 총 5건으로 그 중 3건이 학위논문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다.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1편, 해외 23편 총 24편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많은 해외 연구 수를 볼 수 있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국내 2편, 해외 8편으로 총 10편을 나타내었으며,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는 해외연구만 4건을 기록하였다.

[그림 3] 최근 2년간 국내외 관련 논문 편수 기간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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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각 기간별 전체 대비 논문 편수 점유율을 나타낸 것으로 최근 2년간에는 2018년 9월부터 12월
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학습자 배경별
학습자 배경별 편수를 보면 기업과 일반, 대학생으로만 구분할 수 있었고 K-12레벨(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
르는 정규 학교 편제)

및 그 이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없었다.

<표 5> 최근 2년간 학습자 배경별 논문 편수 현황
구분

기업

일반

대학생

합계

국내(건)

3

2

0

5

해외(건)

29

28

9

66

합계(건)

32

30

9

71

점유율(%)

45

42

13

100

이와 같이 기업, 일반,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기업 대상이 국내 3건, 해외 29건으
로 총 32건이었다. 또한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 2건, 해외 28건으로 총 30건이었으며,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없었고 해외에만 9건 발표되었다.

[그림 4] 최근 2년간 국내외 관련 논문 학습자 배경별 편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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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음은 각각의 전체 대비 점유율을 보기 쉽게 표현한 그림이다.

[그림 5] 최근 2년간 국내외 관련 논문 학습자 배경별 편수 점유율

3. 연구방법 유형별
연구방법 유형별 구분 및 분석에서는 실증연구, 이론연구, 개발연구 및 의견제시로 구분하였다. 의견제시에
는 기관소개 및 인터뷰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표 6> 최근 2년간 연구방법 유형별 논문 편수 현황
구분

실증연구

이론연구

개발연구

의견제시

합계

국내(건)

3

1

1

0

5

해외(건)

15

8

2

41

66

합계(건)

18

9

3

41

71

점유율(%)

25

13

4

58

100

실증연구는 실제 실험을 진행한 연구의 경우를 구분하였으며, 이론연구는 본고와 같은 경우처럼 이론적 배
경 및 문헌연구를 진행한 경우이다. 또한 개발연구는 마이크로러닝과 관련된 콘텐츠, 운영방법, 플랫폼 등에
대한 부분을 개발한 경우이며, 의견제시는 이외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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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근 2년간 국내외 관련 논문 연구방법 유형별 편수 현황

실증연구는 국내 3편, 해외 15편으로 총 18편이다. 이론연구는 국내 1편, 해외 8편으로 총 9건이며, 개발연
구는 국내 1건 해외 2건으로 모두 3편이다. 마지막으로 의견제시는 국내에서는 없고 해외만 총 41건에 달한다.
다음은 각 연구방법 유형별 편수 점유율을 나타낸다.

[그림 7] 최근 2년간 국내외 관련 논문 연구방법 유형별 편수 점유율

4. 최신 이슈 및 연구동향 종합분석
대다수의 연구에서 마이크로러닝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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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가 많다고 하기 보다는 범용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
논문에서 마이크로러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는 2건에 그쳐 그러한 연구 결과 혹은 주장
은 거의 없었다.
박야성(2016)은 마이크로러닝이 모바일 학습에 대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언급하며, 짧은 형태의 멀티미디어
를 마이크로러닝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굳이 콘텐츠 개발 저작도구와 관련한 이슈가 아니더라
도 현재는 모바일로 학습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개발에서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바일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주영진(2018)에서는 기업교육에서 마이크로러닝을 동반하
였을 때 그에 대한 참여 횟수가 사후변화준비성, 변화실행역량과 변화실행의지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연구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참여 횟수가 그 유의한 조절효과를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이크로러닝의 효과성에 대
한 논의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진행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겠다. 마찬가지로 노동원 외(2018)은 기업 교육의
교육 프로그램 효과 인식 수준과 전이성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마이크로러닝을 활용하였으나 조절효과는 밝혀
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전이 연구의 예측 변인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리더 역할 인식과 마이크로러닝의 효과
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측면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Torgerson(2016)은 바이트사이즈러닝과 마이크로러닝
의 장점을 소개하였으며, 짧은 시간의 매일 학습을 강조하였다.
전체 71건의 연구 중 국내 연구 5편은 모두 전체적인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전반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러닝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른 해외 연구는 총 66편 중 28편이었다. 이외 해외 연구 12편
은 마이크로러닝의 운영에 대한 연구였다. 8편은 마이크로러닝 운영기관의 교육운영 이력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을 다루었고, 6편은 실증연구 및 이론연구 등으로 시스템(플랫폼)과 관련한 사항이었다. 또한 4편은 HRD 관련
내용이었으며 3편은 기관의 마이크로러닝 운영소개, 2편은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교수학습설계 관련 내용이었
다. 그리고 대담, 학회, UI와 관련된 실증연구가 각 1편씩 발표되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뿐 아니라 본고에서 진행한 연구에서와 같이, 최신의 마이크로러닝 관련 연구의 이슈는 심
도 있고 폭넓은 실험 자료가 비교적 비족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급도 많이 되고 지향점으로써의 가치
는 인정받고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 및 학습 효과 분석 등의 연구 성과는 ‘마이크로러닝’이 언급되는 빈도에 비
해서는 많지 않다.

Ⅴ. 결론 및 제언
마이크로러닝에 있어서, 형식적인 정형학습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정형학습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주
장은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소
화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마이크로콘텐츠가 시간에 의해
규정되거나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트사이즈러닝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는 시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
습자가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학습 내용이냐가 더욱 중요하다. 한 번에 습득을 하려면 한 입 크기의
콘텐츠로 시간이 짧아지기 마련인 것이지, 길다고 마이크로콘텐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무조건 짧으면 마
이크로콘텐츠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몇 분짜리가 마이크로러닝이다.’, 혹은 ‘몇 분 이내로 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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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마이크로콘텐츠가 될 수 있다.’ 등의 해석은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콘텐츠를 개발하여 마이크로러닝으로 잘 승화시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
다. 학습자 위주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로써 개발되어야 하며, 다각도로 마이크로러닝에 부합하
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2년간의 연구 문헌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자를 대상별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학습 분야, 과정 특성에 맞도록 학습 대상을 제대로 타겟팅하여 마이크로러닝을
콘텐츠와 부합하는 운영으로써 적당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플랫폼 내에서 운영해야만 할 것이다.
마이크로러닝, 마이크로콘텐츠, 바이트사이즈러닝의 3개 키워드로 연구 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였지만, 궁
극적으로는 이 연구결과는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기초가 될 것이다. 마이크로러닝은 마이크로콘텐츠를 이용하
여 적절한 시스템과 운영이 이상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후에는 마이크로콘텐츠 개발에 관련된 사항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개발방식 전반에 대한 사항 및
마이크로러닝 제반사항을 아우르는 내용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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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인 인성교육 평가방안 연구

이경미(계명대)

1. 서론
4차산업혁명의 변화속에서 각 개인의 고유한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차가운
물질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초중등 도덕교과과정
에서는 인간의 긍정적 특질과 가치 규범을 강화하여 통합적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을 지향하는 방향으
로 교과내용이 꾸준히 개편되고 있다[1, 2].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서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검
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성평가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들은 크게 자기보고식 검사와 관찰평가로 나뉜다.
자기보고식 검사는 피험자가 자신에 대해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동시시행이 가능하고
간편하고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험자 스스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평
가 방법이다. 자기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적 방법으로는 관찰평가가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관찰자가 피
험자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태도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관찰자가 담당하는 학생 수에 제약이 있으며 관
찰평가를 하기위한 상황이 철저하게 통제된 실험실 상황이 아니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
은 어려움이 있다[3-7].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시행되는 인성평가의 큰 두 가지 축에서 나아가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머신러닝
을 활용한 인성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긍정심리학은 개인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돕기 위한 접근으로 긍정상태, 긍정특질, 긍정기관 등의 세 가
지 주제에 관련된 연구이다[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인성교육 평가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인성교육 연구에서는 행복수준이 높을수록 인성수준이 높으며, 긍정정서가 인성
교육이 무관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8-10].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찰노트와 글쓰기 등의 비정형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자의
감성상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지도·비지도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감성패턴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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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고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성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개인 및 집단의 평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교육 기간 동안
자연 발생되는 텍스트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다.

2. 관련연구
2.1 감성분석
감성분석은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 한 분야로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감성정보를 추출한다.
감성정보는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성향을 수치적으로 추출한다. 감성분석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우선 감성분석의 첫 단계인 텍스트위주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한다. 비정형 데이터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이모티콘까지 포함되며, 비정형 데이터에서 품사, 구문을 태깅하여 말뭉치를 생성한다. 다음 단계로 주관성 탐
지를 하는데 감성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 즉 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걸러낸다. 주로 이름 및 성별, 주
소 같은 개인정보가 걸러진다. 주관성 탐지를 통해 처리된 데이터에 긍·부정 극성탐지(Polarity detection)를 실
행한다. 단어별로 분리된 자료에서 긍·부정사전을 이용하여 긍정이나 부정적인 단어를 탐지하는데 이때 특정
단어의 빈도수의 평균 혹은 총합을 통해 문장이나 문단의 긍정 또는 부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1] 감성분석 프로세스

따라서 감성분석은 작성자의 감성추출이 주목적이며, 의견뿐만 아니라 감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작
성자의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특히 SNS의 활발한 사용으로 광범위한 사용자의 감성을 추출할 수 있다. 또
한 감성이 들어간 대다수의 분야의 접목 및 응용이 가능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성향을 파악하여 분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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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성평가 덕목
인성을 심리학의 연구주제로 새롭게 부활시킨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
는 존재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행복이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의 실현으로서 참된 자기 혹은 참된 본성을 실현
하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개념에 따르면 행복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wellbeing)으로 부정정
서보다 긍정 정서를 자주 느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관적 안녕에 초점을 둔 행복을 공식화하면 행복이란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의 합에서 부정정서
를 뺀 긍정 정서 값이다(행복=긍정 정서+삶의 만족도-부정 정서)[12].
셀리그만은 인성의 강점으로 6덕 24강점의 과소, 과대, 결핍의 <표 1>을 소개하였다.
이 표에서 인성강점을 크게 6개의 분류로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이다. 이 덕목은 다시 창의
성, 호기심, 판단, 학구열, 관점으로 분류되며, 창의성의 반대는 진부함을, 창의성이 부족하면 순응, 과잉은 기
이함으로 분류하였다. 호기심의 반대는 지루함, 부족함은 무관심, 과잉은 소란스러움으로, 그리고 판단의 반대
는 가식, 과소는 비효과, 과인은 냉소주의로 정리하였다.
두 번째 인성 덕목으로는 용기, 이어서 사랑, 정의, 절제, 초월 등의 덕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인성강점
의 분류는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의 인성과 덕, 행동 혹은 일탈의 관계
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11].
본 연구에서는 감성분석사전에 설리그만의 인성강점 분류의 덕목들을 기존의 긍 부정 사전에 추가하여 강
점을 긍정으로, 병리적상태인 반대, 과소, 과잉 덕목을 부정사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감성사전을 준비하였다.

[그림 2] 감성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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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성 강점의 분류체계
강점(덕)
지혜
와
지식

용기

사랑

정의

절제

초월

병리적상태
반대

과소

과잉

창의성

진부함

순응

기이함

호기심

지루함

무관심

소란스러움

판단

가식

비효과

냉소주의

학구열

진부함

안주

지적허세

관점

어리석음

가벼움

상아탑

용기

소심, 비겁

놀람

무모

끈기

무력

게으름

집착

진정성

사기

위조

독선적임

활력

활기없음

속박

과잉활동

친밀감

외로움

고립

과도한 친밀감

친정

학대

무관심

참견

사회지능

자기기만

둔감

헛소리

시민성

자아도취

이기심

맹목적 애국심

공정

편견

당파심

냉담

지도력

방해공작

순은

촉정

용서

복수심

무자비함

과도한관용

겸손

오만

허세

자기비하

사려

무모함

자극추구

내숭

자기규제

충동성

방종

억제

경외

비판

망각됨

우월의식

감사

권한부여

무례

아부

희망

절망

현재지향

심한 낙관주의

유머

뚱함

재미없음

저속한 농담

영성

정신착란

규범부재

광신

3. 인성평가를 위한 감성분석
3.1 연구절차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성교육 평가방안 연구절차는 [그림 3]과 같다. 먼저, 평가 준비단계로 덕목선정과 준거
설정을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인성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덕목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평가의 기준이 되는 덕목들을 조사한다. 머신러닝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성찰일지인 평가 자료들을 수집하고
평가덕목에 따른 감성사전을 구축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분석단계에서는 감성분석을 실시한 후
나타난 긍·부정 수치를 토대로 학습자의 인성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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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성교육 평가 절차

3.2 평가준비단계
평가준비단계에서는 먼저 기존의 인성평가 연구에서 덕목을 탐색한 후 평가 덕목을 선정한다. 평가덕목 선
정을 위하여 인성교육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긍정을 암시하는 단어를 선택한다. 긍
정을 대표하는 단어에는 가능, 기회, 공감, 권리, 겸손, 개방성, 노력, 믿음, 배움, 배려, 소통, 성장, 수용, 사랑,
이해, 인정, 이타, 존중, 조화, 진실, 충분, 친절, 책임, 평화, 협동, 할 수 있음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부정을 암시하는 단어는 강요, 거짓말, 경쟁, 거부, 거짓, 나약, 단절, 무관
심, 무력감, 무례함, 몰지각, 무기력, 부정적, 불안, 불신, 불가능, 배타적, 상처, 이기심, 이기주의, 예의 없음, 열
등감, 의탁, 억압, 잘못, 차별, 피해, 폭력, 탐욕, 파괴, 회피 등을 핵심 부정적인 단어로 선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긍·부정 단어들은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으나 연구를 거듭할
수록 단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하여 보완할 수 있다.

3.3 머신러닝단계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과정에서 작성한 텍스트자료를 입력데이터로 이용한다. 많은 인성교육에서 텍스트
자료는 문서의 길이에 상관없이 특정 내용에 관련 없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정형 텍스트자료
를 머신러닝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초기의 자아성찰 자료와 교육 후기의 자아성찰 자료는 교육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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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찰일지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입력자료와 평가준비단계에서 선정한 인성평가덕목이 포함된 감성사전으로 감성평가 알고리즘을 작성한다.
KoNL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을 하였으며 형태소분석기는 꼬꼬마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고 KOSAC(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의 감성사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참고로 학습자들이 성찰일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 사람, 자신, 친
구, 사람 등의 단어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학번, 행복, 사랑, 가족, 성격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분석단계
분석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성찰일지를 감성분석 알고리즘으로 수행하여 긍·부정 단어의 빈도수를 측정한다.
학습자 25명을 대상으로 성찰일지에서 감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개인별로 긍·부정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긍정평가지수는 학습자간에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60%를 넘어서는 강한 긍정이 나타났다.
강**.txt 분석------------긍정수치 : 92%
부정수치 : 7%
[result : 긍정이 강합니다.]
권**.txt 분석------------긍정수치 : 100%
부정수치 : 0%
[result : 긍정이 강합니다.]
손**.tx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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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수치 : 69%
부정수치 : 30%
[result : 긍정이 강합니다.]
이**.txt 분석------------긍정수치 : 75%
부정수치 : 25%
[result : 긍정이 강합니다.]
주**.txt 분석------------긍정수치 : 84%
부정수치 : 15%
[result : 긍정이 강합니다.]
또 다른 결과로 집단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데 [그림 6]처럼 25명 학습자의 성찰일지에 감성분석을 실시한
집단 분석에서 긍정지수 결과를 알 수 있었으며 개인 간의 긍정지수는 65에서 95사이에 대부분 위치함을 알
수 있다. 90%이상의 긍정지수를 나타낸 학습자의 성찰일지를 살펴보면 [그림 5]과 같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행복은 잘 찾지 못하는 듯
하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좋지만 내 자신이 좀 불행해지는 경향이 있는듯하다. 아
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취미 적성 같은걸 아직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중인 나는,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미래를 찾는 중이다. 나는 농구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농구할 때 행복하다. 나는
사람과의 우정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너무 우정에 죽고 살고 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우정은 자신이 즐거워야
할 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이 멀어서 주위에 친구가 많이 없어 외로움을 항상 마음 한편에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나는 좀 추억으로 사는 듯하다. 내가 옛날에 겪었던 추억들은 나에게 힘이 된다. 나의 추억들 중에는
주로 좋았던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여행 갔던 기억이라든지 시험을 잘 본 기억, 운동을 잘 했던 기억,
칭찬받았던 기억, 등등
하지만 요즘은 그 기억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좋았던 기억들은 나를 정체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한다는 생각이 든다. 안 좋았던 추억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독이 될
수는 있지만 약간의 추억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요즘 나는 강하고 똑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이다
[그림 5] 긍정이 강한 성찰일지

[그림 5]의 글에서 사랑, 행복, 불행, 좋아하고, 우정, 외로움, 칭찬, 강하고, 똑똑하다는 등의 단어를 사용
하였다. 그러나 문장 전체를 보면 ‘행복은 잘 찾지 못하는 듯하다’라는 문장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문맥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부정사전에는 ‘행복하지 아니한’이 있고 ‘행복은 잘 찾지 못하는 듯하다’는 없
으므로 부정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문장의 의미를 구분하는 분석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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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집단 긍정평가 지수

40% 이상의 부정 수치를 나타낸 학습자의 성찰일지를 살펴보면 [그림 7] [그림 8]과 같다. 대체적으로 다른
학습자보다 나태, 귀찮아, 무기력, 사나운, 부정적 등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집단 25명의 성찰일지에서 감성분석 결과 부정평가 지수를 나타낸다. 학습자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10%에서 30%사이의 부정수치가 나타났다.

[그림 7] 집단 부정평가 지수

오늘 내가 수업시간에 적은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에는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골고루 섞여 있었
다. ‘나태’, ‘고집’, ‘오지랖’, ‘무르다’와 같은 단어들은 부정적이었고, ‘잘 웃음’, ‘예의’, ‘자기성찰’과 같은 단어들은
긍정적이었다.
나는 나태하다. 많은 문구 중 가장 먼저 생각난 문구였다. 할 일을 시간이 임박해서야 하고, 움직이는 일이 귀
찮아 온종일 휴대폰을 만지고 일어나지 않은 날도 있었다. 나태는 곧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일쑤였기에 최근
들어 가장 고치고 싶은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생각난 문구는 ‘무르다’였다. 다른 사람
들과 큰 충돌 없이 상대를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스스로 속상해 한 적이 많아 마
냥 긍정적이지만도 않다. 무른 인상을 주는 데에는 ‘잘 웃는’ 모습도 많은 영향이 있다. 나는 무표정하면 사나
운 인상이지만 웃을 때는 눈이 휘어지고 보조개가 들어간다. 그 때문에 어른들이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는 소
리를 해주었고 그건 습관처럼 웃는 버릇으로 이어졌다. 어렸을 때는 ‘고집’이 셌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과 다투
고 대립하곤 했다. 그 기질을 부모님과 많은 선생님들은 고치기를 원했고, 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무르다’와 ‘고집’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으면서도, ‘무르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는 ‘고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같다. 부모님은 내게 ‘자신을 돌
아보는 사람이 되어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를 이야기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때로는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자신을 돌아보면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발견했기에, 내 입으로 말하는 일은 내 치
부를 밝히는 일이 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사
람이 되고 싶고, 곧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그림 8] 부정이 강한 성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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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용 데이터를 25명의 집단 학습자 대신 학습자 한명이 작성한 여러 문서를 감성분석 한다면 감성의 변
화를 시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시기에 따른 긍·부정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4. 결론
인성교육 과정에서 생성 된 비정형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있으며 특히 이를 축적한 빅
데이터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평가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해왔
던 자기보고식 검사와 교사나 전문가가 상황을 관찰하는 관찰평가의 두 가지 축에서 나아가 인공지능을 이용
한 정량적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인성교육평가방안으로 성찰일지에 나타난 긍·부정 상태를 수치로 나타내어 인성교육
의 진행에 따른 상태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다. 단순하게 인성을 긍정과 부정으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성찰일지에서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면 생각, 사람, 자신, 친구, 사람, 행복, 사랑, 가족, 성격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의 단어는 인성평가의 덕목과 상관없는 단어는 아니므로 정량적인 인성평
가의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성평가를 시도한 점과, 교육 기간 동안 자연 발생되는 수업 결과물인 텍스트
자료를 평가 자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으며, 시간과 집단에 따른 인성교육의 성
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할 만한 점이었다.
이 연구를 활용하는 방안은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수치화하여 특이점을 찾아 심층 면접을 위한 사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간에 따른 학습자의 긍정과 부정의 변화를 알 수 있으므로 특별히 부정
지수가 높게 나온 날짜의 자료만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 집단 간의 인성수치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경우나, 집단 내에서 개인의 수치 비교가 가
능하여 상담이나 심층조사가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의 선별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연구 초기인 현재는 인성을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으나 연구가 진행 될
수록 긍정심리학의 인성강점의 각 덕목으로 구체적인 긍정지수를 수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앞으로
컴퓨터가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는 알고리즘이 개발 될 것이고 따라서 인성의 다양한 덕목을 구체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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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생 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Y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길효정, 박복남, 안종일(용인송담대)

1. 서론
초·중등 교육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최근 대학
에서도 대학의 인재상이나 교육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역량 중심 교
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역량 진단을 위한 K-CESA가 대학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대학은 핵심역량 지표 개발과 더불어 학생의 역량 진단을 위
한 진단도구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김희연, 민경석, 정지영, 2018:21, 이하원, 이화선, 2017:98-99). 각 대학
의 핵심역량 도출과 핵심역량진단도구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역량 분야는 의사소통, 창의성, 공
동체 의식, 자기이해 능력 등이며 이외에도 창의융합 능력, 봉사역량, 도전역량, 신뢰역량, 융합역량, 학문역량,
글로벌 역량, 리더 역량, 공동체의식, 정보·기술 활용역량 등도 핵심역량으로 도출되고 있다(이영환, 2019:186).
Y대학도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역량중심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Y대학은 건학이념을 근간으로 대학 혁신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대학혁신위원회를 통
하여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산업체를 대상의 설문조사와 교수대상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하고, 교직원 공청
회 결과를 반영하여 예(禮)·술(術)·인(人) 인재상을 성립하였다. 이후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고려하여 대학 구
성원들, 산업체, 졸업생,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를 기반으로 타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와 K-CESA를 분석하여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
하는 4개 핵심역량(자기관리역량, 창의융합역량, 문제해결역량,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고진영, 정기수,
2017:481-482, 김희연 외, 2018:76-77, 박수정, 송영수, 2016; 윤지영, 유영림, 2018:360, 이하원 외, 2017:109).

이후 전문

가 내용 타당도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대학 핵심역량의 정합성에 맞게 맵핑한 결과, 최종적으로 3대 핵심역량
과 9대 세부역량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핵심 역량과 세부 역량은 대학 혁신위원회의 최종 의견 협의와 구성원
공개의견 수렴절차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Y대학은 선정된 핵심역량에 근거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과 수준, 관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각
학과의 전공의 특성에 맞는 전공역량 교육과정과 대학 공통의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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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Y대학은 전문대학으로서의 짧은 수업연한과 직업교육기관이라는 전통적 정체성 때문에 역량중심 교육
과정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짧은 기간에 최신 전공 지식과 기술
을 가르쳐서 졸업 후 직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사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취업 분야의
직무능력 습득과 함께 미래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포괄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이다(백승수, 2017:23-24, 최미숙, 2017:688-690). 이는 특히
교양교육과정의 구성에서 고민과 제언이 필요하게 되었다.
Y대학은 타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양교육과정이 전체 졸업 학점 중 10학점 내외이며 교양교육과정의 내
용도 NCS직업기초능력 교과목에 집중하여 학과 중심으로 교양을 이수하는 상황이다. 이에 Y대학의 교양교
육센터는 전체 교양교육과정의 구성에 대한 대학 특성화와 인재상, 한국교양교육원의 교양교육 목표를 반영하
여 교양교육과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재정비과정에서 Y대학이 초점을 둔 것은 학생중심 교육방향이다. Y대학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능력을 향상하며, 자신감을 갖고 학
생성공 (student success)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대학 목표로 삼는다. 이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
석하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주체가 가르치는 교수자로부터 학습자 위주로 전환되어야 하
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학습의 내용 조직에서도 학생중심의 내용으로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교양교육과
정의 실행을 통해 교양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심역량 전체를 학생
들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에서 개설한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한가
에 대한 대학 전체의 고민이 대두되었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교과목 중에서 거의 1-2개 과목 정도의 교양 수
업을 받는 전문대학의 현실에서 과연 핵심역량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권준원, 2019:435).
게다가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 융합 교육 등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이 비슷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추세이다(김동민, 2019:46). 학습자들의 특성도 전문대학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가 문제 제기되고 있고, 학생
들은 쉽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과목, 좋은 학점을 취득하기 좋은 과목만을 선택하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Y대학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교양교육과정 개발은 전체의 핵심역량 중 전공분야의 역량
과 교양분야의 역량 중에서 교양교육과정이 집중적으로 맡아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김동민, 2019:46). 즉, 졸업 후의 진로나 취득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 전문 교육은 전
공교육에 맡기고, 교양교육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삶을 위한 기초 소양 교육에 집중하는 것으로 교양교육과정
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다만 기초 소양 교육의 핵심 분야와 내용은 Y대학만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
도 삶의 태도를 포함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박혜정, 2018:77-79, 최화숙, 2016:247-249).
이에 본 연구에서는 Y대학의 전공역량과 전문대학에 적합한 교양교육의 구성 방향을 잡기 위한 기초 연구
로 Y대학 핵심역량 진단 도구를 먼저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차별화될 수 있는 Y대학 학생들만의 특성
과 장점을 강화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교양교육이 무엇인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핵심역량 진
단도구 개발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 전략과 목표를 지속해서 수정하는 것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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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연구 방법
2.1.1. 예비문항 구성
Y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선행연구, 타 대학 연구 보고서, 정책 보고서 등 관련 문헌 검토와 같은 기초 조
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 문항이 개발되었다. 설정된 최종 핵심역량 지표를 바탕으로 교육계열, 공학
계열, 자연과학계열 전공 전문가들이 문항개발에 참여하였다. 문항개발을 위한 Y대학 핵심역량 하위 요인 구
성은 <표 1>과 같다.
예비문항은 3영역, 3대 핵심역량, 9개 세부 영역 9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제시된 응답자의 동
의수준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문항형식으로 개발되었다. 개발한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교
내 교수 및 교육학 분야 전문연구원(박사학위 소지자), 교육통계전문 연구원(박사학위 소지자)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검증에서는 개발한 문항이 각 역량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진술되
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과 문항분석 결과, 각 세부 역량에 따른 문항에서 여러
성격의 진술문항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9대 세부 역량은 각 문항의 내용에 따라 하위 두 개의 능
력으로 세분하여 총 18개 능력으로 다시 세분화 하였다. 이후 다시 전문가의 신뢰도, 타당도 자문을 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 표 1 > Y대학 핵심역량의 하위 요인 구성
영역

핵심
역량

세부
역량
예절
•
인성

예
(禮)
Y형

자기
관리
역량

서비스
자기
주도

하위능력

영역

핵심
역량

사회적
대인관계능력
도덕적
판단능력
대응능력
배려능력
자기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세부
역량

의사
소통
술
(術)
S형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문제
해결
창의
융합

하위능력

영역

핵심
역량

경청•
조절능력
쓰기•
말하기능력
문제발견능력
문제해결능력
융합능력
창의능력

세부
역량

하위능력
공동체의식

협동
인
(人)
C형

협업능력
공동체
역량

사회
공헌
국제화

사회문제이해
봉사•재능기부
외국어능력
다문화이해

2.1.2. 예비조사 연구대상
개발된 진단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562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빈도 및 분포율은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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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인구통계학적 분포

N=562

성별

나이(세)

전공학과(과)

남자

여자

20

21

22

23

24

25

25
이상

컴퓨
터
정보

정보
통신

기계

유아
교육

사회
복지

호텔
관광

의료
정보

간호

뷰티
케어

N

304

258

31

237

45

117

91

27

14

93

59

95

61

46

29

70

69

40

소계
(%)

54.1

45.9

5.5

42.2

8.0

20.8

16.2

4.8

2.5

16.5

10.5

16.9

10.9

8.2

5.2

12.5

12.3

7.1

변인

100

100

100

2.1.3. 자료 분석 방법
Y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AMOS 18.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
하였다. 이에 앞서 Battlett의 구형성 검증, KMO(Kaier-Meyer-Olkin)와 Bartlett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문항의 요인분석은 상관관계를 가진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소수의 독립적
인 요인으로 추출하여 가설적인 심리적 구성개념을 파악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주축요인분석의 직각 회전법
(Varimax)을

적용하였고,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문항분석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3개 문항(5, 7, 11, 22, 28, 29, 30, 31, 41, 45, 52, 53, 81)
을 제거하고, 78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Y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구성타당
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묶인 문항들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2.2. 연구 결과
2.2.1. 구성타당도 검증
Y대학 핵심역량 진단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 요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
항분석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78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문
항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는 KMO 검정값은 .79~.96으로 높아 본 연구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문항의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개발된 척도의 요인구조는 모두 2요인 구조를 보였으며 각 역량
의 요인은 설명변량은 28.70~47.84%를 설명하고 있었다.
Y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묶인 문항들을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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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예(禮) Y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그림 2] 술(術) S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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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人) C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요인의 적합도 지수는 적합하게 나타나 설
정 모형은 적합성을 검증받은 타당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해
당 요인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요인별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단도구의 구인타당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표 3 > 각 요인별 적합도 지수
구분

χ²

df

TLI

CFI

IFI

RMR

예절·인성

102.27

19

.95

.97

.97

.03

서비스

208.17

43

.96

.97

.97

.02

자기주도

205.06

34

.93

.95

.95

.03

의사소통

117.24

19

.95

.97

.97

.02

문제해결

105.26

34

.97

.98

.98

.02

창의융합
협동
사회공헌
국제화

130.70
125.03
82.58
90.75

34
19
4
19

.97
.95
.86
.96

.98
.96
.94
.97

.98
.96
.94
.97

.02
.02
.05
.04

RMSEA
LO90

HI90
.09

.07

.11
.08

.07

.09
.09

.08

.10
.10

.08

.11
.06

.05

.08
.07

.06

.08
.10

.08

.12
.19

.15

.22
.08

.07

.10

2.2.2. Y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신뢰도 결과
Y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91개 항목이었지만 타당화 작업에서 13문항을 삭제하고, 7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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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전체 내적 신뢰도는 .98이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 신뢰도 결과
하위요인
사회적
대인관계능력

예절
•
인성
자기
관리
역량

.90

도덕적
판단능력

.80

대응능력

.85

배려능력

.95

자기관리능력

.85

자기개발능력

.89

서비스

자기
주도

하위요인

Cronbach's α

소계

경청•조절
능력

.89

쓰기•말하기
능력

.89

문제발견
능력

.87

문제해결능력

.91

융합능력

.91

창의능력

.94

의사
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문제
해결

창의
융합

.97

하위요인

Cronbach's α

소계

공동체의식

.91

협업능력

.78

사회문제
이해

.80

봉사•
재능기부

.85

외국어능력

.85

다문화이해

.90

협동

공동체
역량

사회
공헌

국제화

.97

합계

Cronbach's α

소계

.94

.98

2.2.3. Y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
세부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상관(r=.40~r=.86)을 나타냈고,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
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01~.40)이 1이내로 나타났고, 첨도의 절대값(.01~.51)도 1 이내로 나타나 Y대학 핵심
역량에서 사용된 각 세부역량은 정상분포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규성 가정이 충족됨이 확
인되었다.
<표 5 >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결과
예절인성

서비스

자기주도

의사소통

문제해결

창의융합

협동

사회공헌

예절•인성

1

서비스

.84**

1

자기주도

.67**

.65**

1

의사소통

.71**

.74**

.79**

1

문제해결

.65**

.65**

.77**

.80**

1

창의융합

.64**

.63**

.77**

.77**

.86**

1

협동

.64**

.69**

.65**

.74**

.75**

.74**

1

사회공헌

.53**

.52**

.60**

.59**

.62**

.65**

.68**

1

국제화

.40**

.40**

.53**

.50**

.60**

.63**

.55**

.64**

국제화

1

**p<.01

2.2.4. Y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 최종 문항
Y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분석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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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13개 문항(5, 7, 11, 22, 28, 29, 30, 31, 41, 45, 52, 53, 81)을 제거하였다. 최종 설
문의 78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연구 분석,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도구 예비문항 개발, 예비조사
를 통한 타당도, 신뢰도 확보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Y대학의
핵심역량 진단도구는 3개 역량과 9개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78개의 자기보고식 문항들로 최종 개발되
었다. 개발된 진단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562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
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진단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내적 신뢰
도(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 간 구인구조가 대체로 독립된 요인으
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 X2/df, TLI, CFI,
RMSEA의 값이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단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는 모두 양호하였다.
본 연구는 Y 대학의 교육이념과 인재상을 반영한 핵심역량지표의 구성적 측면과 재학생의 역량을 진단하여
향후 교육정책 및 전공 및 교양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로써
의 활용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핵심역량 진단검사의 역량 평가 방식은 자기보고식 평정도구임을 감안할 때, 결과
에 대한 해석에 있어 실제 수행 능력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결
과와의 비교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학생 핵심역량 평가 도구로써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성취도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 수준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결과와의 비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일 혹은 유사 역량 영역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단검사와 국가 수준의 핵심역량 진단 결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검사점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인타당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보
고식 문항 형식이 가지는 역량 측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역량 평가부분에 대한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
지만 개별 대학 수준에서의 역량 평가를 위한 검사의 개발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에 향후 검사에서는 실제 행
동지표를 활용하여 역량의 정도를 평가와 연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다양한 방식의 문항을 추가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역량을 진단 할 수 있는 도구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핵심
역량 진단검사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문항의 빈번한 노출에 따른 문항 수정과 보완이 정
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신 연구 등의 문헌 고찰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지속적
으로 검사도구의 개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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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 Short-Term Intensive Extracurricular
English Program
- Based on Developing College Students’ Core Competencies

Myeong-Hee Seong(Eulji University)

1 Introduction
As the world is facing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instantaneous availability of vast amounts
of information, competency-based education is surging in popularity to foster competent individuals
who can respond to a fast-changing society (Rychen & Salganik, 2003). With the emphasis on core
competenc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approach also became widely accepted and brought
attention to higher education in Korea.
As ‘core competencies’ and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ceived heightened attention,
extensive research have focused on core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For example, Shon (2006)
investigated a study to define competency in college education and Kim et al. (2009) conducted a
case study to explore students’ core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from professors’ perspectives.
Kim et al. (2009) explored the essential core competencies of S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professors’ perceptions. They discovered knowledge and skills in one’s academic area, learning
ability, creativity, logical thinking skills, interpersonal skills, leadership, and values and attitudes
as the necessary core competencies among the participants. Moreover, they argued that knowledge
and skills in one’s academic area, learning ability, and logical thinking skills were raised well
whereas values and attitudes, interpersonal skills, and leadership were raised poorly in college
education. They reasoned that this is due to the exam-driven education system and the lack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Other notable studies on competencies are studies on the roles of liberal arts to develop corecompetenc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Lee & Lee, 2012; Yoon, 2013), studies on the core-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individual traits (Baik, 2013; Hwang, Kwon, & Koh, 2015; K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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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 Kim, 2014), studies on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core competencies and college

students (Baik, 2013; Hwang, Kwon, & Koh, 2015), studies on ways to improve student’s competencies
through liberal arts program in college (Baik, 2013; Lee & Lee, 2012; Yoon, 2013). Lee, Kwak, Lee, Choi,
and Lee (2012) proposed key competency factors that should be developed in each subject.
Earlier research on English education focused on the aspects of language skills such as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However, the latest research, conducted by Han, Kim, &
Oh (2013) examined the development of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creativity
techniques to enhance Korean EFL learners’ creativity. According to the study, core competencies
for English major were examined within the college,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core
competencies which should be raised for the students majoring in English wer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Understanding of English Culture’. It is also suggested that core competencies
for both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Competency for Teaching English’ are the main
core competencies for the students majoring in English. Also, Park and Chung (2017) examined how
non-subject educational programs affected core competencies based on a survey of perceptions
and needs on those programs of K University students and suggested directions of non-subject
education. Furthermore, Yoon (2013) has investigated the role of general English education to
develop key competencies from a vocational perspective.
Much research has shown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in college education.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on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in English education and extracurricular
English programs in particular. A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extracurricular
programs running in universities in Korea,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in an intensive English program based on th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core
competencies as a case study on an extracurricular English program.

2 Literature Review
The concept of ‘competencies’, was used in the meaning of the ability to successfully perform
specific tasks in the job training field (Yoon, 2013). This concept, then, has been adopted into
education for innovative educational reform from knowledge-based education to performancebased education in OECD countries through 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of Competence) project. The
project redefined the concept of core competencies that it includes key factors such a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for people to live in various situations, rather than in specific fields (OECD,
2005).

Simply put, core competencies for an individual do not limit in particular areas, but they are

necessary skills in other venues through one’s life span (Yoon, 2013). According to the proj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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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ceptualized competenci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categorization: interacting in socially
heterogeneous groups; acting autonomously; using tools interactively.
At a national level, 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which was co-founded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as
been widely used to measure collegiate student’s core competencies since 2010. In K-CESA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5),

core competencies

are defined as ‘a core and basic competency composed of attitud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for outstanding job performance’. The competencies are categoriz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comprised of non-cognitive traits such as attitude, awareness and cognitive traits such as skills
and knowledge. The test is designed to measure six elements of core competencies; communication,
overall thinking, resource and information use, self-manag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global competency. Communication competencies include listening comprehension, discussion and
moderation,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Resource and information use skill is to examine the
ability to collect, analyze and use of various information and technology. Global competency is to
measure attitude to diverse culture, understanding of diversity,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globalization. Higher-order thinking competencies are problem-solving skills such as analytical,
inferential, evaluative, alternative thinking. Self-management competency is to find out the ability
of self-directed learning, goal-oriented planning and organization, personal, social and civic
responsibility, and emotional self-control.
Kang, Heo, Jo, Shin, and Seo (2010) largely divide universal lifetime competencies which were
defined by OECD (2005) into recognition, affection, and social and cultural areas. And information
management, knowledge construction, knowledge utiliz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identity
are included in the cognitive domain, self-value, self-directedness and self-accountability in the
affection domain, and social participation, social receptivity, socialization and social fulfillment in
the social and cultural areas domain.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aims to be an “education process that can nurture creative
and fusion-type talent that future society demands.” In this context,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presents the core competencies of English course, or curriculum competencies,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presentation of
these curriculum competencies is a common characteristic of al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cluding English ones, and is one of the biggest changes in comparison to the existing curriculum.
This trend extends to college English. Among the core competencies in the future society presented
in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nglish curriculums were selected as the
total of four competencie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ECC), Self-Directed Competency
(SDC),

Community Competency (CC) and Knowledge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K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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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fic details of each competency listed in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are shown
in Table 1.
<Table 1> 2015 Revised Curriculum for Developing Competencies in English
Core Competencie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Competency

Community
Competency
Knowledge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Definition

• Ability to communicate in English in everyday life and in a variety of situations
• Includes English comprehension and English expressive skills
• Based on interest in English, the learners will be able to continue their learning in English.
• Include interest in English, motivation for learning English, confidence in English ability, learning strategy,
self-care and evaluation
•The ability to take an interest in the life of the community and participate in solving the problems facing the
community based on its values and attitudes as a member of the local, national and global communities
• Includes learning and tolerance, interpersonal skills, cultural identity, understanding and embracing of
language and cultural diversity
• Ability to make proper use of information generated in English in a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 Includes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media utilization, and information ethics

Thus, as core competencies are becoming one of the factor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college
education, it is worthwhile to probe into English courses in order to create English curriculum which
can cultivate human resources equipped with the competencies. Accordingly,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are the effects of an intensive English program in terms of core competencie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Competency, Community Competency, Knowledge
Information Utilization Literacy Competency? ”

3 Research Method
3.1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first-year students who had chosen to attend E. university
in the upcoming semester and decided to participate on their own after seeing the university
advertisement posted on the university website. There were a total of 33 students at the end of
the 2018 program. All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from different high school and are expected
to enter the University. The students’ anticipated college majors were: radiology, nursing, dental
hygiene, clinical pathology, emergency medical service, optometry, biomedical engineering, and
food and nutrition. Only one students had lived in an English speaking country. No students had
never participated in an immersion English program.
Additionally, four native English speaking professor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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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time faculty members at a university with experience teaching students of all skill levels. All
professors had experience in creating materials and teaching the four skills of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The professors came from multiple countries with two from the USA, one
from Ireland, and one from England.

3.2 Instruments
The student questionnaire consisted of 2 sections. The first section asked for biographical
data and the second section was comprised of 13 items which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measuring their competencies on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Competency,
Community Competency, and Knowledge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The items were
adopted from the report from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8). Students were asked
to rate the extent to which they agreed with each statement on a five-point Likert-type scale.
Ratings ranged from “strongly agree” to “strongly disagree.”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submit
open-ended reflection papers written in Korean about the Program at the end of the program. To
analyze the result of the survey,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measurement factors, Cronbach’s alpha was
verified. The Cronbach’s alpha was 0.928726.

3.3 Procedure and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students at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of the
extracurricular English program. The program was not only an intensive English language
program, but also an introduction to University level classes to help incoming students acclimate to
the University climate prior to the beginning of classes. The program was conducted for 2 weeks in
January, 2019. The program comprises four 50-minute classes per day, starting at 1:00 p.m. and
finishing at 5:00 p.m. as shown in Table 2 and Table 3. The first class of the program every day
was Homeroom with the same professor, which needed three homeroom professors available each
day, unlike regular English classes. The focus of Homeroom class was designed to improve four
core competencie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Competency, Community Competency,
and Knowledge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by encouraging the students to use English in

a more relaxed and comfortable setting compared to the following three classes during their
day. For this, professors used this time to work on group projects and do icebreaker activities to
motivate and give students confidence in English learning. It was assumed that based on interest
in English,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work on their final group presentations and may develop
Self-Directed Competency. These final group presentations required students to write a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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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lling of a popular fairy tale and present this to professors and all students on the final day,
which may develop students' Community Competency and Knowledge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udents made good use of Homeroom time to work on this final group presentation.
Professors also used time during Homeroom class to go over speech tips and general presentation.
Students had three more different classes before finishing for the day after Homeroom class to
develop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One professor focused on debating and held minidebates each class. Another professor focused on screen English and movie analysis. Another
professor focused on reading and discussing news using current events. Another professor focused
on situational English that might arise when traveling.
<Table 2> First Week of the Program
Time

Monday

1:00~1:50

Tuesday
Homeroom

Wednesday

Thursday

Friday

Homeroom

Homeroom

Home-room

Debate

Debate

Debate

2:00~2:50

Opening
Ceremony
Orientation

3:00~3:50

Opening
Ceremony
Orientation

Situational
English

Situational
English

Screen
English &
Discussion

Reading
EnglishNews

Group PosterMaking
Activity

Reading
English
News

Reading
English
News

Situational
English

Screen
English &
Discussion

4:00~
4:50

Role-Play

<Table 3> Second Week of the Program
Time

Monday

Tuesday

1:00~1:50

Homeroom

Homeroom

2:00~2:50

Screen
English &
Discussion

Role-Play

3:00~3:50

Situational
English
Reading
English
News

4:00~
4:50

Wednesday

Thursday

Friday

Homeroom

Homeroom

Homeroom

Debating

Debating

Reading
English-News

Situational
English

Situational
English

Screen
English &
Discussion

Closing
Presentations

Reading
English
News

Reading
English
News

Situational
English

Closing
Presentation

At the last day of the program, student-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submit their reflection papers.

4 Results & Discussion
The questionnaires were constructed to measure the four areas of core-competencies: ECC,

616

세션 14 자유주제 세션

SDC, CC, KILC. As shown in Table 4, it is evident that the students’ overall core competencies were
developed. The comparison of the average score of the pre and post tests showed the mean was
significantly higher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pre: 3.5221, post: 3.9953).
<Table 4> T-Test of Total Questions
Test

N

Mean

SD

Pre

33

3.5221

0.5102

Post

33

3..9953

0.5360

t -Value

P Value

-3.67

0.0005**

**p<.01

In particular, the results (Table 5) display significant improvement of core competencies in the
three categorie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ECC); Self-Directed Competency (SDC);
Knowledge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KILC). In the Community Competency (CC),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 tests was only trivial but showed a strong tendency (Pre mean:
3.6667, post mean: 4.0808).
<Table 5> T-Test & Statistical Results of Each Category
No

Category

Test

Mean

SD

t -Value

P value

1

ECC

Pre
Post

3.1212
3.7879

0.6113
0.6657

2

SDC

Pre
Post

3.3712
3.8788

0.6096
0.6285

3

CC

Pre
Post

3.9798
4.2727

0.6452
0.6093

-1.90

0.062487

4

KIUC

Pre
Post

3.6667
4.0808

0.6236
0.6510

-2.64

0.010431*

-4.24
-3.33

0.000070**
0.001443**

*p<.05, **p<.01

The three questions to measure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were; ‘I have the knowledge
and ability to read, write, listen and speak in English (No. 1).’ ‘I can communicate in English class
(No. 2).’

and ‘I can deal with any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communicating in English during

the English class (No. 3).’ As shown below (Table 6), all of them demonstrate notable improvements
after the program. This result echoed the results when participants were asked to submit reflection
papers. One respondent said, “At the beginning, I was worried about speaking English in class
with professors but after the program, I have gained confidence, and my English skills have
improved.” Other similar responses were “My fear towards English has disappeared through the
program.” and “My confidence grew through the camp.” It can be drawn that the students have
acquired a high level of competency in confidence, in problem-solving and in the development of
the language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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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 and Post Tests of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No

Test

Mean

SD

t-Value
-3.83

P value

1

Pre
Post

3.0303
3.6970

0.6840
0.7282

2

Pre
Post

3.2424
3.9091

0.6139
0.7230

-4.04

0.0001**

3

Pre
Post

3.0909
3.7576

0.6784
0.6629

-4.04

0.0001**

0.0003**

**p<.01

<Table 7> shows whether the Self-Directed Competency has improved or not. The four items
made up to gauge the Self-Directed Competency were; ‘I actively search for various strategies to
study English (No. 4).’ ‘I always do my best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glish class (No. 5).’ ‘I use
and employ effective study strategies while studying English (No. 6).’ and ‘I consistently set up and
carry out my English study plans after analyzing my study traits (No. 7).’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re and post tests. In particular, the item No. 6
exhibited the highest development among all the items as the mean score jumped from 3.21 to 3.75.
This result also reflects with the students’ responses ‘I learned how to study English.’ The results
imply that the program had positive influence in developing students’ Self-Directed Competency.
<Table 7> Pre and Post Tests of Self-Directed Competency
No

Test

Mean

t -Value

SD

P value

4

Pre
Post

3.3030
3.8485

0.7282
0.7953

-2.91

0.0050**

5

Pre
Post

3.8182
4.2424

0.6826
0.6139

-2.65

0.0100**

6

Pre
Post

3.2121
3.7576

0.6963
0.7513

-3.06

0.0032**

7

Pre
Post

3.1515
3.6667

1.0344
0.8539

-2.21

0.0310*

*p<.05, **p<.01

<Table 8> demonstrate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ompetency. The questions were; ‘I think
group work is important in English class (No. 8).’ ‘I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group works
during the English class (No. 9).’ ‘I understand and respect the diversity that exists in group work
during the English class (No. 10).’ Among the four items, only the item No. 9, ‘I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group works during the English class’ presented notable enhancement after the program.
The other two questions, ‘I think group work is important in English class’ and ‘I understand and
respect the diversity that exists in groups work during the English clas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re-and post-the program. Although the Community Competency holds

618

세션 14 자유주제 세션

a low degree of means in comparison with other competencies, students have responded that they
have developed Community Competency. Students said, “I was able to become close with my group
members as we were put into many group works, such as role-plays and ice-breaking activities.”
“At the beginning, I didn’t know how to prepare for the role-play, but as time went by, my group
members and I put our heads together and completed our role-play successfully. This truly showed
our teamwork.” “Whenever I had difficulties or questions, my group members helped me to find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s.” And “Ice-breaking activities helped me to make new friends and to
build teamwork.” The results can draw an assumption that the students have found the program
was meaningful and valuable to advance their community competence.
<Table 8> Pre and Post Test of Community Competency
No

8
9
10

Test

Mean

t -Value

SD

P value

Pre
Post

4.1212
4.1515

0.7398
1.0038

-0.14

0.8894

Pre
Post

3.6667
4.2727

0.7360
0.6742

-3.49

0.0009**

Pre
Post

4.1515
4.3939

0.7124
0.6586

-1.44

0.1560

*p<.05, **p<.01

The items in <Table 9> were given to explore the improvement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The questions were ‘I collect and use a lot of information to study English
during the English class (11).’ ‘I use information appropriately during the English class (12)’ and
‘I actively listen to and accept the information that is given during the English class (13).’ The
statistical results drew that the item No. 11 and 12 had a significant increase after the program
as the mean score were 4.09 and 4.0 respectively. Before the program, the means for both items
were 3.48 and 3.57. The item no.13 showed only marginal difference between the pre-and post-the
program.
<Table 9> Pre and Post Tests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No

Test

Mean

SD

11

Pre
Post

3.4848
4.0909

0.7550
0.7230

12

Pre
Post

3.5758
4.0000

0.7513
0.6614

13

Pre
Post

3.9394
4.1515

0.7044
0.7124

t-Value
-3.33
-2.43

-1.22

P value
0.0014**
0.0177*
0.228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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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in insight into the effectiveness of a program tailored
specifically for incoming freshman in the aspects of core competencies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gram we have concluded the follow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core competencie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Competency,
Community Competency, Knowledge Information Utilization Literacy Competency, which are
defined as necessary core competencies for English from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In support of immersion program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extracurricular program
succeeded in enhancing the student’s core competencies. The findings imply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ree areas of competencies: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Competency; Knowledge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Community
Competency, which received the lowest attention, showed the least developed competency among
the assessed competencies.
Although this study highlights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it is also limited in a few aspects.
Firstly,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short period of time. Thus, a more longitudinal study is
required in order to raise the strength and validity of the findings. In additi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too small. The current study recruited only 33 students to provide the improvements
of their core competencies, so with such a limited pool, it may not be generalized to other learners.
Finally, the number of questionnaire questions was too small and not enough to measure the core
competencies for English in detail. Further, more empirical studies are needed to validate the effect
of extra curriculum programs in developing students’ core-competencies, since this study was
based on th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core competencies. However,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t’s meaningful to explore an extracurricular English program in the aspect of the
enhancement of core competencies, which have been strongly demanded in education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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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규

2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학장

강우원용

3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학장

장동하

4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학장

이완용

5

강릉원주대학교

해람교양교육원

원장

최혜진

6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변혜영

7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학장

박창규

8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교양대학

학장

신진식

9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학장

김형곤

10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학장

김헌선

1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문범두

12

경남대학교

교양융합대학

학장

김경희

13

경동대학교

온사람교양교육대학

학장

이만식

14

경상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양재경

15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학장

박은경

16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김성수

17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학장

김종덕

18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정병호

19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세종교양교육원

원장

김갑년

20

고신대학교

학부대학

학장

김선희

21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학장

김백영

22

광주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박지영

23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원장

김영미

24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이장영

25

군산대학교

황룡인재교육원

원장

황성원

26

극동대학교

아레테교양대학

학장

마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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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금강대학교

글로벌교양학부

학부장

정미애

28

김천대학교

교양교육개발원

원장

강성건

29

나사렛대학교

오웬스교양대학

학장

김준연

30

남부대학교

교육개발원 교양교육센터

센터장

김태강

31

단국대학교(죽전)

교양교육대학

학장

윤승준

32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 칼리지

학장

임선애

33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학장

이규환

34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학장

최병문

35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학장

최석완

36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학장

곽문규

37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학장

강현숙

38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학장

이삼준

39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학장

박성미

40

동신대학교

기초교양대학

학장

정호영

41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학장

김현수

42

동의대학교

동의지천교양대학

학장

강경구

43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학장

정철웅

44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현승훈

45

목포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원장

오장근

46

목포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부장

김성철

47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학장

김상욱

48

백석대학교

백석교양대학

학장

이승원

49

부경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원장

이종규

50

부산가톨릭대학교

트리니타스칼리지

학장

김성수

51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송성수

52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학장

김 원

53

삼육대학교

스미스교양대학

학장

김용성

54

상명대학교

기초교양대학

학장

김인주

55

서강대학교

전임교육원

원장

우재명

56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

학장

구자억

57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유재준

5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학부장

김태수

59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육부

교양교육부장

장영준

60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장

이정미

61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최흥렬

62

선문대학교

이니티움교양대학

학장

이상덕

63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학장

유홍준

64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학장

김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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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장승구

66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학장

이태하

67

수원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김중신

68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학장

박은아

69

순천대학교

교양융합대학

학장

허희옥

70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학장

이상욱

71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학장

이인성

72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학장

이은화

73

신한대학교

교양연구원

원장

김상현

74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학장

박영동

75

안양대학교

아리교양대학

학장

손흥철

76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장

전혜영

77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학장

김상섭

78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학장

성호준

79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반덕진

80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성원경

81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초과정부

학부장

윤새라

82

울산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원장

허영란

83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

학장

이상설

84

위덕대학교

융합기초학부

학부장

이창수

85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성명희

86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학장

최혜원

87

인제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강석중

88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안효진

89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학장

정기섭

90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차성현

91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

원장

박준호

92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원장

김인규

93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본부장

김치완

94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학장

최진규

95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학부장

이정열

96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학장

황장선

97

창신대학교

카리스교양교육원

원장

안부금

98

창원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김영호

99

청운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원장

안재현

100

청주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김영균

101

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원장

박완신

102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본부장

김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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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평택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센터장

이장현

104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학부장

김정기

105

한경대학교

교양교육대학

학장

최용수

106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이주운

10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김재우

10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원장

조영미

109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

미네르바 교양대학

학장

홍원표

110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학부장

김양희

111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홍옥숙

112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학장

사희민

113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학부장

김헌주

114

한라대학교

기초교육원

원장

이영애

115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학장

김용수

116

한밭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원장

김성환

117

한서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함정현

118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교육원

원장

조규태

119

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

창의융합교육원

원장

정경영

120

호남대학교

창의교양대학

학장

송창수

121

호서대학교

더:함교양대학

학장

박창훈

122

호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이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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