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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에 즈음하여
신록이 푸릅니다만 미증유의 이 사태는 그 끝을 모르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안녕하시리라 믿습니
다. 아마도 이번 일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많은 것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듯합니다. 그 선두에 우리 학회가 서고자 합니다. 교양교육의 수승함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행로를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밟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춘계학회를 통해 온라인 시대 대형 학회 진행의 전범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긴 시간동안
임원진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가다보니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 춘계학술대회의 개최를 회원 분들께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풍성
한 발표들로 진행됩니다. 대주제와 세션 별 주제에서도 교양교육이 봉착한 시대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교양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은 언젠가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시대변화와 교양교육의
책무’는 우리의 존재이유와 임무가 무엇인지를, ‘위기 극복을 위한 교양교육의 책무’, ‘교양교육과 비교과
프로그램’은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모색합니다. ‘디지털 시대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온라인 학술대회와 가장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학술대회가 그저 지식만 공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교양교육의 도반들을 한 자리에 다 뵙지 못하는
것이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우선 화면에서 뵙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의 원년 학술대회에 옥고를 보내주신 발표자, 토론자를 비롯한 학회 모든 분들께 큰 절을 올립니다.
세션을 구성해주신 오거나이저, 사회를 맡아주신 사회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어떤 감사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총괄해 주신 백승수, 민춘기 부회장님, 온라인 진행의 기술적 측면을 조언해
주신 홍석민 부회장님,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하여 학술대회를 가능하게 해 주신 안미영 총무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춘계학술대회를 흔쾌히 유치해 주신 수원대학교 김중신 학장님께는 큰 빚을 졌습니다.
다음 학회에서 더 큰 인연을 맺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학술대회 때까지 평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0년 6월 20일
한국교양교육학회장 박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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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과 연구윤리1)

하병학(가톨릭대)

1. 연구윤리에 대한 기초 논의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회가 발족된 지 10년이 넘었고, 학술지가 등재지가
된 것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회를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들은 교양교육과 관련된 다방면의
주제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은 학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연구윤리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 볼 거리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과 함께 시작된 국내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연구자들에게는
자존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편 몇 십 년 전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상영 전에 <대한 뉘우스>를 의무적으
로 봐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다수의 교수가 공적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것처럼,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무화 되었습니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7.17. 개정) 제5조 10항 “지속
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 ⑤“대학 등은 ~~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위반자들이 자꾸 등장하는 현실을 감안할지라도, 마치 연구자를 미리 부도덕한
자로 간주하는 느낌을 주기고 하고, 연구자를 일방적인 교육 대상자로 삼는 것 같아 불편하고, 연구자
각자에게는 관련도 없거나 뻔한 내용이나 자료를 주입시키듯 하여 한심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연구윤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인가, 누가 연구자들을 교육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
해 보면, 연구윤리에 대해 연구자는 객체만이 아니라 주체도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
모두가 인지하고 지켜야 할 보편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연구윤리는 특히 보편, 기초, 교양과 관련된 교육
전문가인 회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제화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윤리는 보편성을
지니는 한편, 학문분야, 관련기관의 특성에 따라 그 세세한 내용과 기준, 그리고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육자, 연구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차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여타 학회들이 갖지 못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연구윤리
전문가로서 연구윤리에 대해 어떤 것을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윤리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이 발표문은 발표자가 2016년 3월 19일 한국일본어학회, 2017년 11월 4일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 실시한 연구윤리 관련 발표자료
를 한국교양교육학회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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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에 대해 학자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일반적인 대응방식은 ‘나는 문제없다’, ‘이것은 우리
학문, 학회, 대학의 일반적 관행이다’라는 반응입니다. 즉 평소 자신이 하는 연구 방식, 연구결과물 생산
및 게재 방식은 학문과 학회의 관례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는 당연한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일반
연구자만이 아니라, 연구윤리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각이 화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연구윤리 규정은 학회, 대학, 연구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
로 자신의 방식이 어느 학회, 어느 대학, 어느 연구소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모든 동료학자들이 정말
인정하는지 냉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자기중심적
너그러움과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관용 없는 엄격함은 상당한 차이를 낳습니다. 연구윤리 규정이 애매모
호하거나, 검토 없이 다른 기관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경우도 있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전문성을 갖지 못한 채 마치 엄격하고 처벌이 강력하기만 하면 최고의 윤리기관임을 보증하듯 칼자루를
휘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국내 학계의 연구윤리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윤리는 ‘학문적 진실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정작 논란이 되는 사례를 보면, 특히 정치
계⋅관계 등에서 어떤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는 데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 연구소, 학회 등에서도 없지 않습니다. 연구윤리 위반을 제소하는 이유가 사안보다
사람을 더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친분 여부가 제소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지요.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절차가 대단히 길고 험난하여 비록 결과적으로는 무혐의가 판정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해당자는 학자적 자존감에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오용,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학문적 진실성 유지’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기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사후 제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적 진실성 유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여 연구자에게 손상을 주는 것을 막아 연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전자만 강조되고 있으며 후자에 대한 일정한 규정을 가진 기관을 보기 힘듭니다.
예컨대 정부 주요 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해 연구윤리를 부적격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언론, 국회 등에서 평소 연구윤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단순히 후보자를 탈락시키거나
흠집을 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연구윤리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연구윤리는 모든 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학문의 특성으로
인해 과학기술과 인문학에서 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사뭇 다릅니다. 연구윤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 그리고 의학, 심리학 등에서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할 때 발생가능한 문제 등에서 시작되
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대상인 인간, 생명에 대한 윤리적 관점, 연구과정⋅실험과
정에 있어서 위조⋅변조 및 조심성, 연구논문에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아이디어 등의 표절, 연구결과물
위험성 및 그에 따른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미의 이해와 해석을 주요
연구 활동으로 삼고 있는 인문학에서는 객관적인 테이트 생산, 연구결과물의 위험성, 지적 재산권 등보다
표절⋅자기표절⋅간접인용 등이 더 중요한 항목일 것입니다. 인문학에서도 설문조사 등 사회과학적 방법도
이용되고 하고, 이에 따라 위조⋅변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직 실증적 연구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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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든 인문학이든 한결같이 위조, 변조 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출발한 연구윤리의 관례가 학문적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 채 인문학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규정과 설명에 있어서, 과학 분야는 과학적 관점에서 과학자들이, 인문학 분야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문학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적절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한 논문에서 ‘자기표절’의 반대말은 ‘자기분열’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학이 추구하는 새로운 지식은
적절한 연구방법을 통해 제시하는 새로운 데이터에 기반하지만, 인문학이 말하는 지식은 -다양한 연구방
법도 없을뿐더러- 종합적, 콘텍스적입니다.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학문적 이해의 발전이란 한 학자의
학문적 일관성을 토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자기표절’을 잘못 이해하면 반인문학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면, 판단의 기준은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각 국가마다 법이 다르고 어떤 행위는 어느 국가에서는 범법이지만, 어느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듯, 대학,
연구소, 학회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중복게재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모든 대학, 학회가 공통적일지라도, 과연 어느 정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중복게재인지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지도 명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중복게재 등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서울대: “(....)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2010.
7. 16., 제2장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8조 ②항)
연세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 (....)”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2009. 12. 08., 제2장 연구
부정행위, 제4조, 5. 가. (중복게재))
한양대: “‘중복 게재’는 자신이 생산한 기존의 연구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명시적인 설명이나
인용 없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한양대, <연구윤리규정>, 제3장 연구부정행위와 부적절한 연구행위, 제1절 연구부정행위,
31조(정의), 5.)
동국대: <연규윤리 및 진실성 규정>(2013—5-06) 내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6.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외 중복게재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음

서울대의 경우 규정이 상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라는 문구가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 방식에 따라 한 단락이, 한 문장이 아주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으며, “5개 이상의 문장”에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속사, 조사 등의 차이,
‘생각하다’, ‘주장하다’, ‘판단하다’ 등 표현의 차이가 적용되는지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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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인해 20개 이상의 문장에서 3-4개씩만 연속적일 경우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단히 느슨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예컨대 한양대는 “기존의 연구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일부’가 대단히 애매모호해서
그야말로 적용하는 위원들 개인적 판단에 의존되어, 어떤 경우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 연구윤리와 한국교양교육학회
2.1 한국교양교육학회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한국교양교육학회에는 <윤리위원회 규정>과 <윤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관 규정으로는 <편집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2) 몇 가지 논의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규정에서 사용된 ‘연구윤리’가 아니라 ‘윤리’라는 표현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학회는 전자를
사용하는데, 한국교양교육학회 등 일부 학회는 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정을 다 수정하
지 않은 채, 각 규정 시작하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윤리’를 ‘연구윤리’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한국교양교육학회 <윤리규정> ‘제1장 저자의 윤리, 제3조 중복게재’에 ‘중복투고 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2.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투고 해서는 안된다.”]
중복투고 금지 조항은 일부 학회에는 있고, 일부 학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복투고를 한 후 중복게재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과연 연구윤리에 저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경우 중복투고는 심사 후 게재로
판정되었을 때도 게재하지 않아 학술지 발행에 불편을 줄 수 있겠지만, 과연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인
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즉 학회마다 연구윤리 강화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부적절한 내용마저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서 중복투고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학회 <논문투고규정> 6조 (작성요목)에는 논문 심사 항목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
어 있습니다.

1. 논문 형식의 준수도, 2. 연구 주제의 창의성,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과정의 타당성, 5. 연구 성과의 기여도

여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방법’과 ‘과정’의 차이가 불분명하는 것과 함께 논문 심사에서 핵심이
되는 ‘연구 내용’에 대한 항목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 연구 과정의 타당성”을 “연구 내용의 타당성”
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교양교육학회에 적합한 투고문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이를 반영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5. 연구 성과의 기여도”를 “연구 성과의 교양교육 발전 기여도”
로 수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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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양교육학회 홈페이지, <정관 및 규정>, http://www.kagedu.or.kr/html/?pmode=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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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양교육학회 관점에서 본 연구윤리
이제 학회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동저자와 부당 논문저자 표시
우리 학회 구성원에는 교양교육 전담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담 기관 기관장,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양교육이라는 특성에 의해 전담 기관에도 여러 학문분야 전문가들이 있으며, 그들의 협력 연구를
통해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교재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공동연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논문 생산에 직접적으로 공헌을 한 연구자의 공동저자 표시가 핵심입니다.
공동저자 표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면 공동저자가 자신이 논문 생산에 공헌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제자와도 공동으로 연구하고 저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임승차와 관련된 많은 경우 제자와 공동
저술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생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어떤 경우 수정해야
할 내용에 대해 예 삼아 제가 직접 써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써 보라고 한 것인데, 학생들은 그것을
본으로 삼아 스스로 수정하지 않고 제가 쓴 글을 그대로 옮기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동저자라
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저자는 비록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기여해야 할지 수량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을지라도 공동연구라는 점만은 확인 가능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공동저자
의 몫입니다. 따라서 공동연구를 할 때는, 항상 연구과정에 대한 자료들, 즉 1차 초안, 2차 수정, 3차
수정 등 누구나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만큼의 기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컨대 수정본을 주고받은
메일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탈자 수정이나, 이러저러한 식으로 수정해 보라는 조언 등은
공동연구가 아니라 첨삭, 조언, 지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 내 구성원들에 대해
많은 권한을 가진 기관 책임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떤 것을 해보라고 제언을 한 수준에 머물면서도
교신저자 등의 이름을 갖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 연구윤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부당 논문저자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연
구⋅공동논문의 의미의 애매함에도 기인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연구결과에 대해 공동저자가 1/n로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1/n이라면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무임승차를 시킬 수 없지만, 내 것이
빼앗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 있으면, 다음에 그도 나를 챙겨준다는 암묵적 거래가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예컨대 황우석 연구윤리위반 사건에도 보듯 논문 1편에 논문에 직접적인 기여가 확인되지도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총 22명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에도 고등학생을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표시 문제가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
만- 전국을 혼란스럽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당 논문저자 표시는 개인주의,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서양보다 집단주의, 서열주의, 인간관계와 함께 연구의 양적 업적을 결정적으로 중시하는 한국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2) 사전 공동작업과 사후 개인 연구, 그리고 표절
교양교육에서는 한 교과목 개발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기여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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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교과목 운영 및 개선 등과 관련하여 개인이 연구하고 논문을
게재할 때 내부의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회 <윤리규정>에서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저자의 윤리, 제4조 (인용표시)
“2.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힌다.”

위 2에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가 엄격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3에서 “아이디
어”의 의미가 열려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확한 인용과 상세한 출처 표기입니다. 온통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오더라도 정확한 인용과 상세한 출처 표기를 했다면, 비록 자신의 생각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게재 불가 판정은 받을지라도,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간접인용
우리 학회 회원에는 인문학자들이 많습니다. 인문학이 기초학문, 보편학문 등 교양교육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접인용이 인문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인용은 원저자의 말을 그대
로 따와야 하는데, 그것이 많은 경우 자칫 타인의 목소리에 억눌려 논자가 자기 생각을 전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인용은 원문에 대해 새로운 표현을 통한 축약, 상호주관적 해석 및 의미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텍스트 생산의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간접인용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표절 시비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간접인용 지시어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글과 타인의 글이 분명하게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간접인용에 있어서 쪽수를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발견되는데, 직접인용이든 간접인용이든 인용
은 정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확’이란 출처표기만으로 그 원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한양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3장 연구부정행위와 부적절한 연구행위, 제2절 비윤리
적 연구행위, 제35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1. 부적절한 출처인용을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행위”]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 어떤 짧은 피인용 논문이 오직 하나의 내용만 담고 있을 때는 쪽수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원문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어떤 장, 절, 문단, 몇몇 문장에 해당되는
경우. 예: 어떤 개념에 대한 개인적인 조작적 정의)도 쪽수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쪽수를
제시하지 않는 간접인용은 잘못된 재인용들이 재생산되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전 연구결과
물을 활용할 때, 여러 쪽에 해당되는 장 또는 절 전체의 동일한 문장,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서
직접인용이 아니라 간접인용을 하게 되면 부정확한 표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보면, 검사 대상 글과 유사한 기존 논문들이 여러 개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음을 보며 줍니다. 즉 이러한 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발견된다는 것은 연구자를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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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윤리 위반의 결과
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임에 따라 게재논문은 모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윤리
를 위반하게 되면, KCI 논문에서 철회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3)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① 학술지(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② 삭제 (2016.10.18.)
③ 관리기관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논문 철회, 향후 논문투고 금지가 아니라,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입니다.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원들 중에는 전임교수이든, 비전임교수이든 몇
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신분의 교수들이 많습니다. 이 규정은 자칫 하면 회원들의 소속기관 신분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3. 학문적 소통으로서의 논문심사평
이제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회에서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교양교육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장 심사, 제10조(심사의 절차)]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권고할 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10일간의 수정 기간을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위의 규정에서 재고가 필요한 내용은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는 투고문이 상당수일
것 같은데, 수정 후 최종 게재 여부를 논문을 꼼꼼하게 읽은 심사위원이 아니라 심사를 하지 않은 편집위
가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이니
보완이 필요합니다.
논문심사는 논문 게재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심사평의 내용은 심사대상 논문이
생산하는 지식의 방향, 내용, 의미, 표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심사서의 내용은 한 마디로

3)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https://www.kci.go.kr/kciportal/ss-mng/bbs/bbsHelp08.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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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생산’에서 ‘공인된 지식’을 결정할 정도로 학술적 권력이 막중합니다. 논문 게재가 학술적 소통의
시작이라면, 그 시작의 출발점은 논문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논문심사는 지식의 생산, 공유를 위한 인증
평가이지만, 그 심사평은 게재되고자 하는 논문에 대한 첫 번째 학술적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논문심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익명적이며 심사평도 은폐되어 있어 그동안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었습
니다. 그래서 심사평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를 크게 높이는 도움을 받은 경험도 있지만, 심사평이 너무나
소략되어 도대체 왜 그런 점수를 받는지 투고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심사서가 갖추어야 할 것은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객관적인 평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중함(반례: “지적한 내용을 수정할 것”), 명료함(반례: “주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한다.”), 판정을
넘어 논문 완성도를 높여주는 조언(예: “~~~가 ***에서 ###을 언급하면서 역설을 지적하는 대목을 $
$$와 연관시키면 오히려 논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입니다.4)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고민하고 싶은 것은 학술적 소통으로서의 심사평에 있어서 표현의 문제, 말하
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내용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 어떤 표현이 학술적 소통으로 어울리는지, 학자와
학자 사이의 교양 있는 대화방식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5)
<동일한 내용, 다른 표현>
1

“다만 논문의 논지 전개에 있어 기본적인 틀을 무시하고 있어(장의 구분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만약 논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파격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면, 서론 본론 결론의 틀을 갖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쉬운 점은 논문이 너무나도 뭉뚱그려져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단순한 삼 분법이 아닌 좀더
세밀한 분류가 아쉽다.”

3

“학술지 논문에 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 입장에서 매우 불성실한 결례를 저지르고 말았다. 일체의 장절과 그 소제목도
달리 않은 단 한 덩어리 글을 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부록으로 주목할 만한 심사평들을 올리니,6) 한국교양교육학회에서도 논문심사 전반에 대해,
그리고 교양 있는 심사평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

하병학, ｢인문학 논문 심사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한국수사학회 논문 심사를 중심으로-｣, 뺷수사학뺸, 20집, 한국수사학회, 2014,
320~321쪽.

5)

하병학, 위의 글, 321쪽.

6)

하병학, 위의 글, 32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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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논문심사서 심사평 예시]
<심사평 중 주목할 만한 표현>
표현
1

“다음은 본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된 점입니다. 읽으시고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

“심사자가 논문을 읽으면서 투고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심사자의 조언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으니 투고자님의 현명한 판단이 요청됩니다.”

3

“논자께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메모하면 다음과 같다.”

4

“심사자는 함께 고민하는 동료학자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논문내용에서 심사자에게 발견되는 몇 가지
의문점, 제안사항을 서술함으로써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고, 나아가 수사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심사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5

“논자가 무지해선지는 모르겠지만, +++를 통해서 정말로 ###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논평자로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6

“~ 좀더 친절한 논의가 보강되면 좋은 논문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다.”

7

“방법과 기술상의 적용 사례가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이 사소한 흠결로 지적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8

“이상 문외한이지만 몇가지 점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학을 체계화하려는
옥고를 통해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

“추후에 이들을 비교하는 연구도 흥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아무쪼록 훌륭한 논문을 더 훌륭하게 만드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
습니다.”

11

“같이 상의할, 고민할 연구자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곡해한 질문, 조언 같지 않는 혼란스러운 말만 늘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 선생님의 훌륭한 연구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아마도 투고함에 있어 시간이 촉박하여 발생된 문제인 듯하니 시간을 갖고 수정보완하여 다음 기회에
투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는 문외한인 논평자에게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척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무디어진 상상력을 일깨운 점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글 잘 읽었습니다.”

14

“저자의 치밀한 문헌수집과 꼼꼼한 기술, 그리고 주제선정의 독특함도 돋보입니다. 본 심사자가 심사를
했다기 보다도 몇 번에 걸쳐 읽으면서, 한 수 배운 심정입니다. 저자의 수사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15

“심사하는 동안 재밌게 읽었고 앞으로도 좋은 논문 쓰기기를 바랍니다.”

16

“향후 ###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진척되고 그에 따른 더욱 유효적절한 ***이 제언되기를 후속
연구로서 기대해 본다.”

비고

재고하라는 뜻

보강하라는 뜻

지적 후 감정을
달래는 말

연구자의 능력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돌리는 말

에토스와
파토스를 담은
격려

격려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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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할 만한 표현>
표현
1

재고할 만한
“미국의 ~~~에 대한 사례연구도 아니고 한국 ~~~에 대한 대안제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무르고 표현: 치명적,
있는 것은 문제라 하겠다.”
어정쩡한, 식의
주장으로
“연구자는 ###들이 ***을 $$$$에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지 않고 ***을
일관한다,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한다.”
치하하는...
“수사학의 패러다임 변천에 하나의 초석이 되려고 하는 필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
3
4
5

“그런데, 왜 수사학회 논문형식으로 보내지 않으셨는지요. 이것은 심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일 텐데
말입니다??” -

6

“글쓴이의 식견 발휘와 영어표현의 문체는 당신 나름대로의 멋이지만, 한국인 독자를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영어권 독자를 위한 글로 받아들여진다.”

7

“논지의 출발점을 ###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논문 투고자의 수사학 관련 기본 지식이 너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014

비고

“치명적인 것은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수많은 비문들이다: 몇 가지만 든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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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짐?

비하?

코로나 이후가 요구하는 교양교육

이덕환(서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거의 모든 나라가 문을 닫아걸었고, 주민들에
게 강력한 외출과 이동을 금지시킨 국가들도 많았다. 하늘길이 뚝 끊어져버렸고, 경제도 멈춰서버렸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피해가 유별나게 큰 것도
불편한 진실이다.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전(BC)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AC)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대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 되고, 빠르게 진행되
던 세계화와 국제적 분업도 이제는 시들해질 것이라고 한다. 학교에서의 전통적인 대면 교육도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언제나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인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패배주의적 자책
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미래 세대에게 요구되는 교양(Bildung)과 소양(knowledge)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리를 판단하고, 남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지적 호기심을 길러주고, 전문
성을 강화시켜 주어야만 한다는 교양 교육의 기본 방향은 변할 수가 없다. 민주 사회의 모든 시민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글쓰기, 글읽기, 말하기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의 정체와 작동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켜야 한다.
어쨌든 단편적인 전문성으로 무장한 ‘전사’(戰士)의 시대는 오래 전에 권위주의와 함께 막을 내렸다.
자유⋅평등⋅인권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 사회의 교양 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정체와 작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춘 ‘기사’(騎士)의 양성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

자연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다
지구촌의 인구가 늘어나고, 기술의 발달로 왕래가 잦아지면서 전염병의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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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2003년의 사스(8098명 사망), 2009년의 신종플루(돼지독감, 57만 명 사망, 국내
263명 사망), 2015년의 메르스(국내 39명 사망)에 이어서 코로나19가 찾아왔다. HIV에 의한 에이즈와
에볼라⋅지카도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염병이 부쩍 잦아졌고, 더 독해졌다는 주장은 역사 기록과 잘 맞지
않는다. 20세기에만 해도 1918년의 스페인 독감(5000만 명 사망), 1958년의 아시아 독감(200만 명
사망), 1968년의 홍콩 독감(100만 명 사망)이 모두 오늘날의 팬데믹 수준이었다. 1961년부터 1975년까
지의 콜레라도 팬데믹 수준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확산되었던 티푸스, 결핵, 말리리아, 황열병의
피해도 엄청났다. 1951년에는 4만 명이 천연두에 감염되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계절형 독감의
피해도 엄청났다. (참고로 1900년의 세계 인구는 16억 5000만 명이었다.)
전염병이 급격하게 늘어난 인류가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는 주장은 정당화시키기 어렵다.
흑사병은 14세기에만 재앙적이었던 것이 아니다. 541년 흑사병은 유럽과 중동에서 최대 1억 명을 희생시
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지구상의 인구는 3억을 넘지
않았고,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도 심각하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왕래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전염병은 전 지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역병의 기록이 84회나 등장한다. 평균
6년마다 정체불명의 괴질이 돌았던 셈이다. 당시의 인구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도 엄청났다.
숙종 25년에는 25만 명이 죽었고, 영조 25년에는 60만 명, 26년에는 44만 명이 희생됐다. 당시 우리나라
의 인구는 1천 만 명 수준이었다.
바이러스와의 갈등이 부쩍 더 잦아지고, 심각해졌다는 주장도 검증된 팩트가 아니다. 오히려 19세기
말부터 병원체의 정체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한 보건위생 환경의 개선으로 전염병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19처럼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남아있을 뿐이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자연 생태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심각하다. 바이러스도 지구 생태계의 무시할 수 없는 구성원이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서식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환경이 아니다. 다른 생명체의 세포가 바로 바이러스의
서식처다. 바이러스가 자신의 서식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뜻밖의 갈등이 시작되기도 할 뿐이다.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균형’을 주장하면서, 돌아서서는 ‘자연과의 과도한 접촉’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코로나19는 누군가가 박쥐나 천산갑을 잡아먹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 박쥐
와 천산갑이 사는 숲에 방호벽을 쌓아올릴 수는 없다. 생태계로부터의 (인수공통) 전염병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은 자연 생태계와 격리된 상태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인구의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의 노력이라는 주장도 어처구니없는 망언이다.

믿을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
우리가 자연의 조화를 지켜주면, 자연이 우리를 애써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온전한 착각이다. 자연
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매우 거칠고 위험한 곳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에 대해 갖는 비현실적인 환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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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 덕분에 자연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그런 환상이나 착각이 낭만적일 수는 있겠지만, 자칫하면 우리 자신의
생존이나 자연의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도 무작정 탓할 일이 아니다. 해방 이후 금수강산을 시뻘건 민둥산으로 망가뜨린
것은 42만 명의 ‘화전민’이었다. (요즘 언론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자연인’이 바로 과거의 화전민이다.)
정부가 1962년부터 1979년까지 화전민을 도시에 정착시키는 사업을 끈질기게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도시화가 진정한 자연보호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인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 생태계는 오히려 더욱 풍성해졌다. 대도시에 출몰하는 멧돼지
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숲이 우거지고, 인간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멧돼지가 자신들의 생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도심으로 내려온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달로 여유가 생긴 인류의 적극적인
자연 생태계 보호가 멧돼지의 도심 출몰의 원인이 되어버린 셈이다.
물론 우리가 자연을 지키기 위해 도시화⋅산업화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억의
현대인이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모두 과거의 전원생활로 되돌아가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아니었다면 지구의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을 것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기만
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주장은 자칫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인 것은 아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나 항체를 확인하는 진단 키트도
있고, 감염자의 동선(動線)을 추적하는 정보화 기술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도 정보
화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믿을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뿐이다. 현대 과학을 통해 자연과 생태계와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기술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
다. 윤리와 도덕, 환경과 생태계는 공허한 말이나 주장으로 지켜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의 생존이
전제되지 않은 환경주의와 생태주의도 속빈 강정이다.

팩트 체크 역량을 키워주는 교양 교육
교양 교육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
인 특징은 다양성과 다원성, 그리고 민주주의임에 틀림이 없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
는 자질도 크게 달라졌다. 단순히 ‘더 나은 인간’을 지향한다는 애매한 목표를 앞세운 백화점식 전통
교양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전통에 뿌리를 둔 단편적 상식의 무한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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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 의미가 없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겪었던 혼란에서 새로운 교양 교육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만들어낸 괴물이 아니다. 감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인 입국제한
은 절대 ‘투박한’ 정책일 수 없다. 우리가 겪었던 ‘마스크 대란’은 기본적인 상식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 사례였다. 우리가 자랑하는 ‘방역 대국’은 사실은 세계 최악의 ‘감염대국’의 오명 덕분에
가능해진 성과였다. 사람들이 우리의 ‘K방역’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도 합리적 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설픈 정치인과 언론과 인터넷이 쏟아내는 엉터리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코로나 이후가 요구하는 교양 교육이다.
전통을 강조하는 ‘고전’(古典)을 핑계로 현대적 자연법칙과 충돌하는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르치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적 소양을 갖춰야만 한다. 쉽고 재미있는 단편적인 과학 상식은 의미가 없다. 현대 과학을 통해
정립된 우주관, 자연관, 생명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복잡한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도 중요하다.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정신’(scientific spirit)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과학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하고,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시켜주는 교육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시대의 과학은 과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과학 교양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전통적인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사라지고, 공교육이 매우 부실해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상호보완적이어야 할 ‘교양’과 ‘전공’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학생보다 교수들의 전공 이기주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대학의 운영이 교양과 전공으로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단단한 칸막이에 갇힌
교수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융합의 길을 찾으라는 요구는 의미가 없다. 교양 교육이 대학의 고질적
인 칸막이를 제거하는 촉매(觸媒)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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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양교육학회/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0년 춘계전국학술대회

2020 춘계전국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교양교육과 미래사회(I) 교양교육의 책무와 고등교육 정상화
• 일시: 2020년 6월 20일 (토) 10:00-18:00
• 진행: 줌(ZOOM) 화상 전국학술대회
• 주최: 한국교양교육학회⋅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1부 축사 및 기조강연 : 10:00~12:00

사회 : 총무이사 안미영(건국대 글로컬)

10:00 ~ 10:10

인 사 :

박일우(계명대) 한국교양교육학회장

10:10 ~ 10:20

축 사 :

김형곤(건양대)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장

10:20 ~ 10:30

축 사 :

윤우섭(경희대) 전(前)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10:30 ~ 10:40

축 사 :

이보경(연세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

10:40 ~ 10:50

감사패 증정 :

10:50 ~ 11:20

윤리위원회 윤리 특강 :

11:20 ~ 11:30

편집위원회 보고 :

11:30 ~ 12:00

기조 강연 :

한국교양교육학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하병학(가톨릭대) 한국교양교육학회 윤리위원장
서민규(건양대) 한국교양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이덕환(서강대)

점심식사 및 휴식 : 12:00 ~ 13:00
2부 학술대회 주제 발표 : 13:00 ~ 17:20
순서

세션1

세션2

세션3

세션4

세션5
교양교육과
비교과프로그램

세션6

세션7

세션8

자유 주제

교양교육의 지향성
(주관대학 예정 세션)

전국대학교양교육
협의회 세션
우수 교양강의 시연

주제

교양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시대 변화와
교양교육의 책무

위기상황과
교양교육

디지털 시대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

사회
호스트

백승수(가천대)

정연재(인하대)

김인영(위덕대)

김혜영(한국체대)⋅
민춘기(전남대)

김혜경(호서대)

조혜경(대구대)

김중신(수원대)

https://cafe.naver.c
om/kcuge 게재

교양기초교육‘學’의 정립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
한 사회이슈와 창의적
문제해결 - 한성대학교
‘상상력 이노베이터’ 교
과목 개편 사례

대학평가⋅재정지원사
업과 교양교육의 변화
- 인제대 사례를 중심
으로

교양으로서의 데이터 리
터러시

비교과프로그램을 모듈
화한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사례 -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G-MAP설계도’를 중
심으로

전공 연계의 토론과 쓰
기 수업 운영방안

대학 과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사례

클라시카, 듀이, 민주주
의와 교육

발표:박일우(계명대)
토론:백승수(가천대)

발표:이지영(한성대),
발표:신영헌(한성대)
토론:현남숙(한성대)

발표:김지연(인제대)

발표:김태영(동의대)

발표:최미숙
(원광보건대)

발표:정주리(동서울대)

발표:김충섭(수원대)

발표:김규훈(대구대)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
양교육의 형식과 주제
에 대한 제언

평생학습시대 코로나 19
이후 교양교육 방법 탐색

대학교육혁신의 주체로
서 교양교육에 대한 성찰

대학 교양의 기초교육
으로서 양적 추론 교과
목의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

‘키움과 나눔’의 노작⋅
생태교육을 통한 교양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
로그램 연계 운영 연구

교양교육의 글로벌 역
량 강화 방안 연구

대학교양교육으로서의
K-MOOC 활용 사례 및
과제

포스트휴먼의 이해

발표:도승연(광운대)
토론:박지희(덕성여대)

발표:윤옥한(국민대)
토론:주소영(인하대)

발표:박성미(동서대)

발표:김혜영(한국체대),
발표:김문석(King's
College London)

발표:박은영(중부대),
발표:권정언(중부대)

발표:라미진(경기대)

발표:전영미(수원대)

발표:윤혜경(동의대)

1

13:00
~
14:00

2

14:00
~
14:15

토론 및 Coffee Break

교양교육에서의 “주체
화 과정에 대한 계보학
적 탐색”의 방법과 의의

평생학습시대 자기주
도학습능력 함양을 위
한 교양교과목 운영 사
례연구 - 연세대학교
‘학생자율연구’ 강좌 운
영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교양교육 재정지
원정책의 특성 분석

대학 신입생의 글쓰기
과제 수행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인식의 관련
성 연구

대학생 인성함양과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

H대학교의 교양교육 내
용과 방법 탐색

PBL(Problem Based
Learning) 기반의 기업
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독서와 토론

발표:김민정(포스텍)
토론:안미영(건국대
글로컬)

발표:권진희(연세대),
발표:이주영(연세대),
발표:지용승(연세대),
발표:한봉환(연세대)
토론:이희원(서울대)

발표:김수경(평택대)

발표:오새내(계명대),
발표:권오성(계명대),
발표:김효정(계명대)

발표:성신형(숭실대),
발표:차봉준(숭실대)

발표:박선희(한남대),
발표:노혜란(서원대),
발표:최미나(청주대)

발표:최종학(수원대)

발표:박지윤(우석대)

싸나톨로지(죽음학):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

핵심역량 함양과 교육
의 질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편 - 전남대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서양 고전에 나타난 전
염병과 그 대응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iClass에 기반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구성
과 효과

문제중심학습(PBL)과
코칭을 활용한 교양교
육 운영 사례 연구 - 인
성 과목을 중심으로

팀워크 역량과 일상적
창의성의 관계 탐색

융합적 교양교육에 관
한 연구 - 수원대학교
‘학문과 사고’ 사례분석

영화 속 바이러스의 이해

발표:김재경(배재대),
발표:임병식(고려대)
토론:박준웅(중앙대)

발표:이효성(전남대)
토론:김현정(순청대)

발표:반덕진(우석대)

발표:이난(전주대)

발표:조성진(중부대)

발표:황순희(홍익대
세종캠),
발표:윤경미(부산대)

발표:이다민(수원대)

발표:예정용(인천대)

3

14:15
~
15:15

4

15:15
~
15:30

세션토론 및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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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세션1

세션2

세션3

세션4

세션5
교양교육과
비교과프로그램

세션6

세션7

세션8

자유 주제

교양교육의 지향성
(주관대학 예정 세션)

전국대학교양교육
협의회 세션
우수 교양강의 시연
https://cafe.naver.c
om/kcuge 게재

주제

교양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시대 변화와
교양교육의 책무

위기상황과
교양교육

디지털 시대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

사회
호스트

백승수(가천대)

정연재(인하대)

김인영(위덕대)

김혜영(한국체대)⋅
민춘기(전남대)

김혜경(호서대)

조혜경(대구대)

김중신(수원대)

대학 교양교육의 정체
성 확립을 위한 학생 중
심 수업

세계시민되기 수업 개
발 및 사례연구

사회적 위기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 보건
의료정보 분야를 중심
으로

AI 시대 교양기초교육
의 교수학적 재음미

학생성공을 위한 정규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사례

비교과교육과정 참여
자의 특징에 대한 연구
- C대학교의 사례를 중
심으로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
에서 자기소개서 쓰기
의 의미와 실제

상상력 이노베이터

발표:양윤의(고려대)
토론:조경덕(협성대)

발표:오은주(한국성서대)
토론:김지영(서강대)

발표:박일수(동의대)

발표:손승남(순천대)

발표:이영애(한라대)

발표:전호재(청주대)

발표:김민재(수원대)

발표:이지영(한성대)

교양교육의 현대적 의
미와 전문대학 교양교
육의 혁신방안 모색

교양교육으로서의 온라
인을 활용한 수업 사례

과학자의 윤리와 전일
론적 교양교육

디자인사고 함양을 위
한 메이커 교육 연구 교양필수 교과에 적용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정
규 교과목으로 - 교양
‘연극놀이로 몸, 마음 가
꾸기’ 사례

C대학의 인성교육(교과
와 비교과) 운영사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사회과학 교양교육의
이상과 현실

디지털 저널리즘

발표:홍성기(아주대)

발표:박성미(동서대),
발표:김대민(동서대),
발표:백동현(동서대),
발표:진태석(동서대),
발표:이동운(동서대),
발표:양성용(동서대),
발표:양황규(동서대)

발표:손윤락(동국대)
토론:전종윤(전주대)

발표:조은혜(창원대),
발표:허철구(창원대)

발표:김성은(수원대)

발표:Tammy Ko
Robinson(한양대)

교양과목으로서의 아
인슈타인의 특수상대
성이론의 이해 - 단국
대학교 <명저읽기> 사
례를 중심으로

판타지 영화 활용 수업
이 대학생들의 창의성
에 미치는 효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
양교과에 기반을 둔 포
용적 튜터링 프로그램
에 관한 연구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
그램의 운영체계 및 성
과관리

교양교육의 새로운 지
평을 여는 교양법률의
역할과 과제

발표:오준영(단국대)
토론:손연아(단국대)

발표:김병선(가톨릭관
동대),
발표:장만식(가톨릭관
동대)

발표:윤혜경(동의대),
발표:김용하(동의대)
토론:전종윤(전주대)

발표:김은주(을지대)

발표:이재명(수원대)

5

15:30
~
16:30

6
발표:김미령(신성대)
토론:윤성경(명지대)

7

16:3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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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1 교양기초교육‘學’의 정립

●

교양기초교육‘學’의 정립1)

박일우(계명대)

1. 왜 교양기초교육학인가
지난 20년 동안 고등교육에서 교양기초교육의 위상은 상당히 제고되었다. 현실적 요인으로, 각 대학은
각종 평가와 이와 연동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대비하여 교양기초교육 전담 편제를 만들고 교양기초교육
과정을 정비하며 개별 교과목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 편 교양교육계 역시
한국교양교육학회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양기초교육의 이론적 모색과 실천을 통해 시대적
요구인 융⋅복합적 관점을 선도해 왔다. 이러한 학계 내⋅외부의 노력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 진단항목에 교양기초교육계의 숙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역사적으로도 고등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양기초교육의 수월함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공 중심주의에 밀려나며, 교육 여건이나 교양기초교육 전담교수의 처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전공교육 분야의 그것에 비해 열악하다. 그동안 교양기초교육계는 ‘을’의 입장에서
‘항변’해 왔다. 그것이 교양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 교육계를 계몽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시점을 가져볼 때가 되었다. 교양기초교육이 중요하다고, 고등교육의 한 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교양기초교육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교양기초교육
은 실천전략인가 학문적 성격을 가지는가? 교양기초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이
의문으로 귀결된다. 교양기초교육은 여전히 일반적 인식에서 한참 비껴나 있다. 기존 학계 뿐 아니라
학교 당국, 교수, 학생들이 가지는 교양교육에 대한 몰이해 역시 이 의문으로 귀결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아직 명쾌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양교육학회라는 명칭이 전제하는 바가 교양교육
‘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

이 글은 박일우(2020)의 II부에서 다룬 논의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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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호학(Semiotics)의 경우
모든 학문(discipline)은 정체성을 가지며, 그 정체성은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모든 신생학문은 기존 학문들의 가로지르기를 통해 만들어지며, 그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독자적 학문으로 정립된다. 기호학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기호학은 교양기초교육의 실천
영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영역과 다양한 관점들을 수용한다. 기호학이 기호작용(semiosis)와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삼라만상이 다 의미를 가지며, 의미를 둘러싼 논의는
철학, 수사학, 언어학, 문학, 커뮤니케이션, 예술 등 사실상 모든 기존 학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기호학은 몇 차례의 인식론적 전희(turn)를 통해 독자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왔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식의 분화는 수많은 학문과 전공을 만들어내었으며 동시에 형식적, 실증적
연구에서 홍수처럼 쏟아진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통합적 관점2)이 제기되었다. 기호학은 후자의
사례 중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특유의 지적 다양성과 다학문적 성격, 그럼에도 치열한 비판적 성찰을
배경으로 다양한 학문들과 문화들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개괄하는
것은 ‘교양교육학’의 정립에 참고가 될 것이다.
기호학의 근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다. 기호학은 징후(semeion), 즉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증상에서 유기체 내부의 생리적 작용을 유추하는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17세기 로크(. Locke)의 징후학
은 이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그러나 관찰가능한 지표로서의 기호와 의미의 연구는 특정 학문이나
학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기호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선구자로 삼는 이유이다. 수 세기동안
진행된 철학적, 언어학적 회의(懷疑)를 거쳐 자신만의 고유한 인식론적 아젠다를 도출할 때만 하더라도
기호학의 지평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였다. 모리스(C. Morris)는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미국 논리철학자
퍼스(C. S. Peirce)의 범주론을 이어받고 행동주의의 발아에 맞추어 기호의 일반과학(semiotics) 청사진
을 제시하였다. 대서양의 반대쪽에서는 퍼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스위스 언어학자 드 소쉬르(F. de
Saussure)의 언의의 본성과 기능에 관한 혁신적 이론이 기호론(sémiologie)의 기점이 되었다. 이 두
학자는 기호학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를 제시한 선구자들이었으며, 이들의 기획은 기존의 다양한 학문
들을 가로지르고 재구조하여야 할 그 무엇이었다. 이후 기호학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상사는 기호학의 기본 개념들이 다른 이름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풍부한 회의적 사고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비단 서구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밝혀내었다. 이와 함께 소쉬르나 퍼스의
유고들이 발견되면서 그들의 사상은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세기
전반부의 기호학 모델은 인식론적 전희를 거치면서 ‘탈~’, 또는 ‘~후기’라는 접두어3)를 가지는 새로운
도전적인 분야들을 낳았다. 거기다가 정보과학, 인지과학, 진화생물학의 발전은 기호학의 전통적 영역을
잠식해 들어오면서 생물기호학(biosemiotics), 동물기호학(zoosemiotics), 사회생물학(sociobiology)
등의 유망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었다. 기호학의 강력한 계승자인 문화과학(cultural science)은
학문세계-정치이론, 성(性) 담론-인식론, 경제현상-상징이론의 전통적 범주를 무너뜨리면서 발전해 왔다.
가장 최근 기호학은 오랜 모색을 해 오던 기획, 즉 교육학과의 만남(edusemiotics)을 시작하였다.4)
2)

예를 들어 1930년대 통일과학운동, 1950년대 사이버네틱스와 일반체계이론 등이 있다.

3)

"post~"라는 접두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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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학적 탐구는 따라서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는 ‘관점’이며 실천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지난 한
세기 동안에도 기호학의 연구대상은 변하지 않았다. 기호(sign), 구조(structure), 의미작용(signification),
재현(represent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그것이었다. 이 주제들은 개별 학문의 대상을 넘
어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 혹은 패러다임이 모두 동원된다. 현상학, 정신분석학, 맔시즘, 구조주
의, 진화주의, 정보이론 등이 그것들이다. 여전히 수많은 의문과 논쟁이 기호학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를 통해 기호학은 나름의 하 분야와 방법론을 구축해왔다. 기호학은 다학문, 통합학문의 위상을 얻어왔
으며 그 자체로서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되었다. IASS-AIS(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를 비롯한 기관과 학술대화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도 이식되었다.
국내에서 기호학연구는 한국기호학회(1994)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거의 동시대에 기호학의 대표적
연구 분야인 영상문화의 도래와 함께 한국영상문화학회(1999)의 발족으로 탄력을 받았다. 기호학은 몇몇
대학에서 교양기초교교과목으로 개설되었으며 융복합 연구를 표방하는 대학원 협동과정의 교육과정에
편입되기도 했다.

3. 교양기초교육의 흐름
교양기초교육, 혹은 자유학예교육의 역사적 맥락은 교육사 뿐 아니라 지성사를 관통하는 주요 이슈이
다. 교양기초교육은 이미 플라톤의 Republic과 이소크라테스의 Antidosis에서 비롯되었다. 4세기 말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De Doctrina Christina는 로마 시대 자유학예교육을 이수한 이교도와 기독교도
들의 문화적 갈등이 그 배경이었다. 근대의 대학은 자유학예교육의 재편과 종교개혁과 맥을 같이하며,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정신은 로욜라로 하여금 현대까지 지속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의 바탕을 만들도록
하였다. 훔볼트는 19세기 초 베를린 대학교를 공동 창립하면서 계몽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대학교의
정점을 찍었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은 17세기, 18세기 식민지 대학으로 시작하였으나 19세기 말 엘리엇
을 위시한 리더들은 고등교육의 수요 확대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일반교육을 이끌어내었으며,
20세기 초반 듀이와 허친스는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을 정립하였다. 서구의 지성사가 보여주듯, 자유학예
교육은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초월하는 수승한 가치를 목표로 하였다. 불과 몇 줄도
되지 않는 거친 기술이지만 자유학예교육은 교육사이며 동시에 지성사의 핵심 이슈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은 전공교육과 구별된 개념이었다. 그런데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는 일반교육을 기초학문과 결합하여 ‘교양기초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 교양기초교육
은 전통적인 자유학예교육을 소환하였다.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 일반교육으로 확장되었으며
자유학예(liberal arts)의 내용이 일반교육으로 전이되면서 자유학예의 자리에는 기초학문들이 자리 잡아
왔다. 오늘날까지 교양교육의 이론적, 실천적 전범이 된 하버드 대학의 뺷자유사회에서의 일반교육뺸(일명
‘레드북’)은 서문에서 일반교육과 자유학예교육의 관계를 다음처럼 밝힌다.

4)

박일우(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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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의 핵심 문제는 자유롭고 인간적인 전통의 지속이다. 우리의 문명이 지속되려면, 단순한
지식습득이나 특정 기술이나 재능의 발전만으로는 본질적이며 광범위한 이해의 기초를 얻을 수 없다.
[...] 그러나 몇 가지 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 더하여 수학, 물리학, 생물학(즉 고전적 자유학에교
육)에 제대로 기반을 둔다고 해도 자유 사회의 시민이 가져야 할 충분한 교육적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교육과정은 개인으로서 인간의 정서적 체험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서 인간의 실천적
체험에 충분히 접하지 못한다. [...] 성장 단계별로 가치판단이 가장 중요한 이러한 영역(역사, 예술,
문학, 철학)을 교육진행 과정에서 접하지 못한다면 이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5)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도 비록 타의에 의해서이지만6)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되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바 국내 교양교육, 나아가 고등교육의 굴절의 역사는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최근에야 성찰적 회고가 대두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7). 결과만 보자. AAC&U 회장인 파스케
렐라는 2018년 한국교양교육학회 기조 발제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현황을 이렇게 질타하였다: "too
much educated, too less employed". 교육의 성과를 일자리 확보 성과와 동일시하는 철저히 미국적인
관점에서도 전공교육, 학과 중심 편제에 매달려온 한국의 고등교육은 ‘자유로운 인간’은커녕 일자리마저
만들어 주지 못하였다. 국내 고등교육의 전면적 성찰과 개편8), 특히 교양기초교육학의 복권은 시대의
요구이다.

4. 교양기초교육학의 정립
기호학적 탐구가 ‘관점’이며 실천이라는 측면이 있듯, 교양기초교육 역시 실천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기호학의 연구대상이 불변하였듯 교양기초교육학의 연구대상과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
은 ‘자유로운 인간’ 만들기이다. 그 가치의 수승함과 보편성은 이미 지성사에서 입증되었다. 교양기초교
육의 이념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추구하는 일 역시 개별 학문의 대상을 넘어선다. 이를
위해서는 기호학이 기존의 학문, 혹은 패러다임을 동원한 것처럼 교양교육학 역시 인근 학문을 포함하
고 가로지를 필요가 있다.

기호학이 제도권 학문영역에 포함되는 계기가 다양한 연구기관과 학술대회에서 제공되었듯, 교양기초
교육학 역시 다양한 국내외 연구단체와 학술행사를 이미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교양기초교육학의
이론적 기반을 담당하는 허브로서 한국교양교육학회가 있으며, 특히 외국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교양기초교육의 실천적 측면을 담보하는 정책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는 현장에서 교양기초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사명을 자처하였다.

5)

Conant, J. B.,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45, p. viii. 괄호 안은 문맥에 따라
신청자 부가.

6)

주지하듯, 국내 고등교육은 일제강점기 제국대학과 미군정의 미국식 교육제도의 이식으로 시작되었다.

7)

예를 들어 운승준 외,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약사, 문제점 그리고 재구성 노력｣, 뺷2019 국제교양교육 포럼 자료집뺸, 한국교양기
초교육원, 2019

8)

특히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가 교육계에 던진 파장은 필연적으로 고등교육 콘텐츠와 운영의 전면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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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양교육학은 학문의 위상을 부여받을 여건을 갖추었다. 정교한 내적 설계가 필요하되 수다한
주변 사항들, 이를테면 아직도 한국교양교육학회 기관지를 메우는 개별 교수학습 사례나 비교과프로그램
들은 교양기초교육학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아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교양기초교육학의 연구대상은
교양기초교육 전반이 될 것이며 연구목적은 교양기초교육의 이념에 부합하는 질적 제고, 연구방법은
고등교육 현장 상황에 근거를 둔 실증적 방법과 이념에 근거를 둔 이론적 탐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학문 역시 하위 분야를 가질 것이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정한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모델’은 국내 교양기초교육의 역사적 과정과
시행착오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교양교기초교육계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이론적 탐구 뿐 아니라 현장
에서의 경험과 컨설팅 경험을 통해 지난한 과정을 겪어 만들어 온 집단지성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표준모
델은 교양교육의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진단 도구 뿐 아니라 교양기초교육학의 정체성과 하위 분야를
제안하는 경험적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같은 인식이 선행연구에도 보인다. 백승수(2017)는 한국교양교육학회 기관지 뺷교양교육연구뺸에 실린
논문들의 하위 범주를 교기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을 원용하여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뺷교양교
육연구뺸의 창간호(2007년 1권 1호)부터 2016년 10권 4호까지 게재된 508편의 논문들을 ‘교양교육의
이념과 체계’,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양교육의 지원과 운영’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현황을 분석하였
다. 백승수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고 한국연구재단 학술분류표에 등재된 기존 학문과의 연관성을 고려
하여 교양기초교육학의 하위 분야를 제안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양기초교육학의 정체성과 하위분야
대영역

하위 분야

관련 학문

교양기초교육이념
교양기초교육의 이념과 체계

교양기초교육사
비교교양기초교육론
교양기초교육과정
기초교육론

교양기초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양기초교육의 지원과 운영

교육사학, 교육철학, 교육사상

교양교육론
소양교육론

교육과정
각 분야교육, 교과교육학,
과학기술학, 감성과학, 통합예술

교수학습방법론

교수이론, 교육방법, 교수법, 교육공학

교양기초교육 경영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양기초교육 평가

교육평가

비교과교육론

윤리교육, 진로교육, 평생교육, 교육상담

교수개발론(Faculty Development)

(신규 분야)

5. 맺는 말
교양기초교육 현장에서 노정되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파행적 교육과정 설계, 충분하지 못한 행⋅
재정 지원, 대학평가에서 교양기초교육 항목에서 보이는 잘못된 평가항목 등의 크고 작은 문제는 결국
교양기초교육이 무엇인가라는 인식이 대학사회에서 공고히 뿌리 내리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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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다.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는 기초학문 편제의 붕괴는 결국 학문후속세대의 단절로 이어진다.
이미 그 현상은 심지어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유수 대학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은 기초학
문교육보다 더 넓은 영역을 가진다. 다양한 학문분야와 방법, 세상을 이해하는 다른 시선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사이의 연접과 이접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은 교양기초교육에서 주어지며, 이것이 학부단계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한다. 교양기초교육 분야와 기초학문 분야는 화학적으로 균질한 성격의 연구⋅교육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양기초교육학이 정립되고 이에 따라 교양기초교육이 기초학문으로 무게중심을 옮기
고, 그 결과 교양기초교육과정이 정상화된다면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순선환고리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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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우, ｢교양기초교육의 성찰과 새로운 방향｣, 뺷교양기초교육연구뺸,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권 제1호,
2020, pp.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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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기초교육‘學’의 정립”에 대해

백승수(가천대)

교양교육의 근원적 문제는 ‘교양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학술적으로 답하는 것이다. 교양교육
은 학문적 이론 체계가 빈약하고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육의 40%를 담당하는 보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교양교육 연구자들은 교양교육 고유의 탐구 대상을 독자적 언어로 설명하는 개념 체계와 탐구 방법을
정립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위상을 확보하는 의무를 진다.
박일우 교수(이하 저자)께서 지적하듯이 “교양기초교육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교양기초교육은 실천
전략인가 학문적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명쾌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1) 저자는
교양기초교육‘學’의 정립을 통해 교양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기호학의 경우를 원용하여
신생학문의 탄생을 궁구하고(2장), 교양기초교육의 흐름을 고찰하면서(3장), 교양기초교육학의 정체성과
하위분야를 탐색하였다(4장). 교양교육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 참으로 의의 있는
발표라고 판단한다. 저자의 취지와 논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향후 전개될 ‘교양교육의 학문화
운동’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몇 가지 고민을 토로하는 것으로 본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명칭 문제에 대하여 다시 고민이다. 저자는 “교양기초교육학”의 정립을 주창하면서 ‘교양기초교
육학’과 ‘교양교육학’을 혼용하고 있다.2) 혼란스럽다. 토론자는 ‘교양교육의 해묵은 숙제’인 교양교육의
명칭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교양교육의 명칭 재정립을 통한 교양교육의 재개념화”를 피력한
바 있다.3) 교양교육의 명칭 문제는 학문화의 전제이다. 모든 학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연구대상이
곧 학문의 명칭이 된다. “교양기초교육학”은 “교양교육학”과 “기초교육학”의 융합적 접근인가, “기초교양
교육학”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한 “교양학”이란 명칭에 대한 저자의 고견을 요청드린다.
둘째,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다. 교양교육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교양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에 관한 담론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이유

1)

발표문 1쪽

2)

발표문 1쪽, 4쪽, 5쪽 등

3)

백승수(2019). 교양교육의 명칭 재정립을 통한 교양교육의 재개념화, 교양교육연구, 13(1), 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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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가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다. 교양교육 자체가 다양한 기초학문분야를 연계해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학문으로서 성립될 수 없으며,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저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요청드린다.
셋째,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교양교육의 학문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교양교육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실천하는 영역이
라는 관점이다. 즉 교양교육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교육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교양교육연구의 본질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유성에 대한 고민이 깊다.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이 갖는 배타적 차별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교양교육의 학문적 성격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학문적 탐구 대상으로서 교양교
육의 내포(connotation)와 외연(denotation)을 그리는 데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가 기초학문과의 관계
이다. 인문학, 기초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학은 교양교육의 내용을 형성하는 근간이다. 특히 철학, 문학,
사학, 언어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경제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기초학문분야와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아직 오리무중
이다.
또한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과 교육학의 하위 분야인 교육철학, 교육사학, 교육과정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평가학, 교육행정학 등과의 관계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주체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양교육 자체가 광범위한
영역이고 다양한 내포와 외연을 지니고 있어, 개인이 단독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토론자 역시 개인 단독 연구 보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협력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양교육학회 등 전문가 공동체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저자의 고견을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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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1)의 형식과 주제에 대한 제언

도승연(광운대)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수요와 인기는 과거 20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양교육 주체의 다원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대학이라는 제도권 교육으로 한정되었던 교양교육의 주체가 대학의 교양교육의
커리큘럼을 넘어서 국가평생교육원이나 지자체의 많은 시민교육기관들로 다원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눈높이에 맞는 동서양의 고전들이 해당 전공자들이 담당하는 인문 교양교육의 주제가 되면서
그 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장되면서 무한 경쟁이 야기하는 인간소외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 상황을 힐링, 치유의 주제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교양교육의 내용에 새롭
게 추가되었다. 힐링과 치유를 주제로 연성화된 인문학이 상품처럼 소비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인문 교양교육의 주제적 발견은 교양교육의 확산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제도권 교육에서의 교양교육의 질적 변화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0년간 제도권 교육으로
서의 대학의 인문 교양교육의 내용이 어문학에서의 ‘글쓰기’와 철학에서의 ‘논리적 사고력’의 능력에 치중
되어 왔던 반면, 지난 10년간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의 토대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학부대학
을 중심으로 교양 본령의 가치와 학문적 의의를 탐색, 정립하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대학
교양교육의 최근의 성과를 단적으로 기술한다면 대상으로는 학부 중심의, 내용적으로는 다양한 매체활용
에 기반한 비판적 의사소통에 관한, 형식적으로는 융합학문적 교양교육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전공 기초적
성격으로 평가되었던 교양교육의 외연과 내용의 강화로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수요에 따라 ‘기업가정신’, ‘취. 창업 관련 과목’ 등 진로 중심의 현장 실무적 역량중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대학의 교양교육의 외연을 또 다른 방향에서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1)

필자의 전공이 서양 철학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학의 인문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주체라는 점에서 본 발표가 제안하는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범위는 교양교육 전체가 아니라 인문학을 토대로 하는 교양교육으로 한정하여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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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대학 밖에서 진행되는 교양교육 주체의 다원화와 대학 안에서 진행되는 교양교육의 외연적
확장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현대의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의 결과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필요성에도 상당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양교육의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정체성 또한 이전과 다른 수준과 범위로의 진일보를
꾀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교양교육의 형식과 주제에 대한 검토사항을 제언드리고자 한다.
첫째, 미래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형식적 차원에 대한 제언이다. 필자는 교육과 연구, 교육과 학술
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학술적 토대가 단단히 확립되었을 때 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양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교육의 중장기적 발전의 방향 역시
독자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우리의 학술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여기에 교육적
차원의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인문학술정책이 거시적 차원의 세계보편난제, 지식 생태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장기적 방향으로 기획되
기 보다는 가시적 성과 위주의 단기적 처방이나 단위사업별 모델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간의
교양교육의 변화 역시 특정 사업과 정책을 주도의 정책과 단기적 처방을 반복하면서 교양교육의 대상과
주제의 확대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인문학술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주제는 인문학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포함된 매우 방대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 논의에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연구후속세대의 확충과 개별인문학의
폐쇄성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 특히 교양으로서의 인문학이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주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현상적 변화에 매몰되지 말고 그 기저에서
확고히 전개되어왔던 패러다임적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미래를 예견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흔히들
가속화되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를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글로벌 세계의 정치경제적 변화,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이를 더욱 가속화했다고 보는 견해가 팽배하지만 필자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민국가의 쇠퇴라는 자장으로부터 그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 시기에 탄생한
교양의 본령이 자유 시민의 자기 성찰적 노력과 훈련이 개인적 차원의 자기 수양이었다면, 근대의 국민국
가가 확립되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등장한 인문 교양은 앞선 시대의 특징을 넘어서 근대적 시민성의
확립이라는 역사 규정적 개입과 함께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국민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시민성의 확립이 근대 교양교육의 주된 역할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국가 주도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인문학은 주류 학문으로서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교양교육
의 형성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검토하면, 인문학 위기의 근본적인 요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학문 소외이 차원이 아니라 국민국가 이념의 쇠퇴, 더 나아가 세계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야기된
거대한 차원의 지식 생태계적 변화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해일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이후 인문학이 근대의 주류학문으로서의 특징을 잃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인문학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라면 남아 있는 숙제는 미래 학문에 걸맞는 교양교육의 주제를 새롭게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국가의 확립과 연동된 인문 교양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이 현재의 교양과 인문
학의 위기를 초래한 지금, 미래 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은 어떠한 주제의 발굴을 통해 현재의 변화를
대비하고 미래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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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교양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앞으로 전개될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주제는 과거의 국가중심의 모델을 탈피해서 전개되는
전방위적 변화를 주지하며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변화의 조짐이 이미 지구화, 금융화, 환경적
변화라는 위험의 징후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의 새로운 주제는 세계시민성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주제는 코로나 사태로 더욱 가시화된 세계화, 도시화의
위험들 안에서 성숙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게 하고, 인공지능의 출현에 따른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형
성, 더 나아가 기후 변화와 환경적 위기를 대처하며 상생하게 하는 세계시민성의 주제로 전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론에서 제기했던 3 가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교양교육의 발전
을 위해 학술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고, 이후 인문학, 인문 교양의 위기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닌 국민국가 이념의 쇠퇴로부터 기인함을 주장하기 위해 근대교양의 학문적 정체성과의 비교가 될
수 있는 교양의 전사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중심 모델이 쇠퇴한 지금, 앞으로의 미래 교양교육
의 내용이 되어야 할 구체적 주제들을 제언함으로써 교양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형식적 변화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질적 발전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선제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기획되는 학술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의 교양교육이
대학 현장에서 뿐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지자체와의 연관 하에 대학 외의 공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해당 영역의 교육주체, 연구 인력의 내실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연구 인력이 튼튼한 학술정책
의 토대위에 양성되고 그들의 연구 성과가 교육의 내용으로 선순환될 때, 비로소 대학 안과 밖의 현장에서
의 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술 정책이, 특히 인문학 연구를 위한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립, 실천되고 있는가?
1995년 5. 31일 조치 이후 대학과 대학원의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국내의 연구 인력이 과잉된 공급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 인구 절벽 시대, 고령화 사회, 세계화
로 인한 문화다양성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을 통해 가히 문명사적 전환의 시점에서 과연 현재의
이러한 거시적 변화를 성찰하고 대비해할 수 있는 인문학 연구 인력이 충분히 양성, 지원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우리의 학술 정책은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아래 현재의 변화를 대비하기 보다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개인 연구자 지원, 단위사업 공모 등)이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학술 정책의 거시적 차원아래 인문학 전공의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2). 이처럼 학술 정책의 중장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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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부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서도 인문학 홀대 현상이 있다 보니, 최근의 교양교육의 변화
역시 교양교육의 주제와 대상에 대한 외연적 확대와 단위 사업이 요구하는 가시적 성과에 몰두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성과는 특정 사업이 지향하는 단기적 방향성에 의존하게
되고, 대학의 교양 강좌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 비율을 비전임 연구자들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고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인문학 전공의 대학원생들의 수가 격감하면서 향후
10년 이후의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한다. 또한 대학에 소속된
전임 연구자라 하더라도 논문 위주의 정량 평가 체계 안에서 저술이나 원전 번역과 같은 보다 긴 호흡이
요구되는 연구 작업에 몰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학술정책이 국가경쟁력과 연관되는 도구학문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면, 인문
학 연구는 연구 인력 확충의 문제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에서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인문학 연구 인력의 성과가 교육으로 직접적으로 환원되는 실천의 장이 교양 교육이라고 했을 때, 교육
주체의 내실화를 이끌어 내기 힘든 구조적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학술 정책이 인문학 연구 인력의 지원을 현실적인 유의미성을
가지도록 균형 있게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력의 보강이 그대로 교양 교육의 질적 내실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교육의 실천의 장소를 대학 내외의 공간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문학 연구자 역시 전공학문의 전문성을 꾀하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연구 성과가 전공의
폐쇄성을 넘어서 인격의 도야, 보다 성숙한 사회로의 이행, 세계적 차원의 난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주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타 학문과 융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2.1. 국민국가의 이념과 근대 교양의 학문적 정체성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 특히 교양으로서의 인문학이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주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본 영역이 과학기술 영역의 학문들과 가지게 된 격차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와 보고서들이 제시하는 통계와 수치들은 작금의
인문학, 인문 교양의 위기는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글로벌 세계의 정치경제적 변화, 특히 생명공학과
정보기술과학으로 대변되는 공학계열의 압도적인 집중 탓이라고 이해하지만, 오히려 인문학의 위기적
징후는 그러한 가시적 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오래전에, 보다 근본적인 방식에서의 변화를 통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국가 이념의 쇠퇴’3)라는 변수이다. 잘 알다시피 교양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시의 교양은 철학, 문학처럼 특정한 학제안의 전문 연구가 아닌
품격있는 한 인간의 실존과 이를 공동체와의 조화와 연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인간답게 사는 일을 다루는
삶에 대한 학문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때의 교양은 곧 인문학이고 그 대상은 자유시민 남성으로 한정된

2)

2019년 우리나라의 국가연구 개발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민간 영역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과학기술에 지원액을 포함한다면 81조원에 이르지만 국가 연구 개발 예산 중 인문사회 분야의 지원액은 전체의 1.5%인 3천억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영국의 정부 연구위원회 예산중 인문학 배정 예산 9%, 미국의 국립기금 연구지원액 중 인문학 배정 7%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예산 비율이다. 또한 2019년 한국연구재단 전체 예산 5조 7천억원 중 인문사회학술지원은 2315억원으로 전체
대비 5.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미 조 단위의 민간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참고: “학술진흥 정책 수립체계 재정립 및 중장기 학술진흥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보고서(2019) P. 54)

3)

Bill Readings(1996), University in Ruins, Harvard University Press; 윤지관, 김영희 공역 (2015) 페허의 대학, 책과 함께,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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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교육이었으며 동시에 그 엘리트들에 의해 통치되는 시민교육의 특성을 가진다. 12세기 무렵의
최초의 대학이 탄생하였지만 이때의 대학의 학제는 인문학 중심이 아니라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신학,
법학, 의학의 학제를 중심으로 구분되었고 여기에 인문학은 자유교육으로서의 리버럴 아트인 3학(수사학,
문법, 논리학)과 4과(기하, 산술, 천문학, 화성학)로 기초학문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3세기 말 아리스토텔
레스의 저술이 이베리아 반도에 전파되면서 이전 3학에 철학이 추가되어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
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르네상스의 절정기인 16세기에 이르면 과거의 신분상의 출생과 신분적 관념이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그리스 로마의 원전에서 발견되는 인간다움의 이상으로 삼는다. 이 시대에는 신에 비길 정도의 인간적
지성적 능력을 갖춘 진정한 보편인을 교양인으로서 간주했다는 점에서 교양에 대한 이상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예술을 흠모하던 그들의 특성상 물질적 부와 같은 세속적 욕망을
배제하지는 않았다.4)
고대 그리스에서 중세, 르네상스라는 역사의 단층을 관통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인문학으로서의 교양
은 특정한 학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공교육이 아닌, 자유시민의 양성과 자유시민들이 이끄는 정치 문화
적 공동체의 당위적 질서와 모범을 구성원들이 몸과 지식으로 습득하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문학의 전통은 비단 서구의 것만이 아니며 동양의 인문학 역시 선비와 같은 교양인을 양성하는 일,
입신양명이 결코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닌 공동체에 대한 기여임을 각인케 하는 삶의 양식화에 관한
교육적 기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 시기에 탄생한 교양의 본령이 자유시민의 자기 수양, 중세의 교양이
인간들 사이의 의사소통(3학)과 세계에 관한 객관적 이해(4과)와, 르네상스의 교양이 신분의 한계를 넘어
선 보편인으로서의 식견과 관계한다면, 근대의 국민국가가 확립되는 이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인문 교양
은 어떠한 삶의 양식화를 이끌어야 할까?
이때의 근대적 교양(liberal arts)이란 자기 실현의 주체로서의 개인과 근대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동시에 겸비함을 의미하였다. 다소 모순적인 양자의 결합은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내재적
특성이 아니었으며 자기 실현을 위한 자기 이해와 타자성에 대한 공감적 능력을 갖춘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후천적 능력이었다. 즉 그러한 의미에서 근대의 교양은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확립을
위해 국민성, 민족성, 국사의식, 근대적 시민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삶의 양식화를 각인화해야 했으며
이러한 역사 규정적 개입과 함께 인문 교양의 학문적 정체성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학은 최초의 근대적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의 베를린
대학(흄볼트 대학이라고도 불림)이다. 베를린 대학은 “인간의 내면에서 생겨나고 내면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학문만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인격과 행위”라고 주장한
흄볼트의 교육관을 토대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학은 “청년들의 지도라는 실제적 책무를 지님
으로써 실생활 뿐 아니라 국가의 필요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함”5)을 표방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양의
자격 증명을 국가가 관장하면서 이 대학의 졸업자들은 낡은 신분사회를 극복하고 비스마르크 제국의
부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집단이 되었다. 베를린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피히테 또한 “대학은 명백히
4)

이광주(2009), 교양의 탄생: 유럽을 만든 인문정신, P. 254

5)

Ibid., P.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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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시설이며 국민 교육과 인간 형성의 사명이 국가에 속한 일”6)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학문연구를 강조한 근대식 대학으로 이름을 얻게 된 훔볼트 대학에는 당시 많은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1990년대까지 민주적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강조하던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대학에서는 자유인 양성 교육으로서의 교양에 대한 강조로 반응하였고
이것은 1945년 하버드 대학의 <자유사회에서의 교양교육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는 내용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로웠던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소련과의 경쟁과 냉전을 거치면서 기초과학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유국가로서의 우월성과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국민 교육’이 근대 교양교육의 주된 역할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국가 주도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인문학은 주류 학문으로서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가 되면서 미국 대학의 학부 교육이 엘리트 교육으로부터 대중을 위한 일반 교육으
로 변화하였고, 공학, 의학, 법학계열의 전문인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전문대학원과 부설기관들이 확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함께 미국 대학에서의 자유사
회를 위한 대학의 교양교육과 인문학의 비중 또한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했다. 흔히들 인문학의 쇠퇴를
21세기 압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부작용으로서 단순 환원하지만 근대 교양교육의 형성에
관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인문학 위기의 근본적인 요인은 국가중심의 모델이 쇠퇴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야기된 거대한 차원의 지식 생태계적 변화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3. 결론
우리는 지금, 문화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사회, 글로벌화에 따른 정치사회적 변화의 시대, 22세기
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기후 위험의 시대, 인간과 기계가 상호 혼융, 공진화하는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7)이 요청되는 문명사적 전환의 한복판에 서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대학들이,
인문학의 학제가, 교양교육이 기능이 이러한 현재의 변화를 대처하며 미래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학문 공동체인가? 인문학의 본래성이란 인간답게 사는 법, 실존의 방식을 관한 교양 교육으로부터
태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령을 잊고서 전공의 폐쇄성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기업가
정신, 취창업 진로교육’이라는 교양의 주제적 발굴이 교양교육의 외연적 확장을 이끈 것은 맞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교양의 정신과 내용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엄중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인문
교양이 근대 국가의 확립이래로 주류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을 때에는 당시 사회가 인문학에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었고 그에 걸맞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 학문으로서의 인문 교양은
이 사회가 이 변화의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은 이제껏 고정되어 있다고 여겨지던 자명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판단
중지를 하고 새롭게 도래된 변화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야만 한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의 도래 안에서
6)

Ibid., p.694

7)

Coole, Diana and Samantha Frost (eds.) (2010) New Materialisms: Ontology, Agency, and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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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래된 철학의 질문이 인공지능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금 물어지고 있다.
근대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공간에서 갖추어야 할 디지털
시민성, 세계화의 직접적 영향에 아래 책임감 있는 각자와 모두가 되기 위한 세계시민성에 대해서도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은 답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자연과 문화의 정의가 허물어지고, 성장중심
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할 인간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시대와 역사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인간의 개념은 언제나 변화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인간과 사회를 지향하려는 고민의 과정과 견인의 힘은 인문학이라 우물로부터 발굴되고 길어져왔다.
이제는 인문학이라는 전공의 학제를 넘어서 융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춘 인문 교양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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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형식과 주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박지희(덕성여대)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형식과 주제에 대한 제언”에서 필자의 주제 의식은 인문교양의 ‘학문
적 정체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가시적인 확산이나 소비성 교육으로서가 아닌 ‘학문’의 차원에서
과연 교양교육이 갖는 가치와 의의 그리고 역할 등을 정체성이라는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치유’, ‘소통’, ‘공감’ 등 대중의 흥미를 유발시켜 유행처럼 소비되고 마는 현상을 마주할 때, 필자의 주제
의식을 절감하며 과연 인문교양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더욱이 교양교육의 형식과
주제에 대한 필자의 제언은 인문학 연구자와 교육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기존의 전공이 갖는 학문성에
기대어 안일하게 기존 연구를 답습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수동적이고 낡은 사고와 교육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당장의 코로나 상태로 인하여 교육의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주체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에 급급한 나머지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의 중장기적 발전 정책에 근거하
여 교육 인력을 보강하고 질적인 내실화를 통해 교양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필자의 제언은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교양교육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희망을 보여주는 한편 인문학 연구자와 교육자들의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논자는 인문학, 그리고 인문교양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그 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구하는
필자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연장선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먼저 인문학, 나아
가서 인문교양의 위기로 지적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류 학문으로서의 위상를 내어
준 점을 지적하는 것인지, 가시적 성과 위주의 확대가 가져온 학문적 가치의 저하인지, 고답적 주제와
형식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인지 좀더 분명한 지적을 요구한다. 한편
필자는 국민국가 이념이 쇠퇴함으로써 기존의 근대적 시민성 확립을 위한 교양교육의 주된 역할과 비중이
줄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류 학문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게 된 점을 지적하는데, 변화된 사회(세계화,
신자유주의, 비약적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최첨단 과학기술사회로의 변화)에 걸맞는 교육 및 연구
주제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학문적 정체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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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더욱이 필자가 제언하는 미래 학문으로서 교양교육의 주제와 형식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양교
육의 내실화와 이로 인한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필자가 문제의식으로 삼는 학문적 정체성
의 확립 또는 강화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덧붙여 필자는 과연
교양교육이라는 학문이 무엇을 탐구하고 연구하며 교육하는 것인지,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전히 인문학과
인문교양교육의 필요성과 그 가치가 무엇인지, 즉 교양교육의 학문성은 과연 무엇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필자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미래 학문으로서의 교양교육의 형식과 주제에 대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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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포스텍)

1. 교양교육의 목적과 교육 현실 사이의 거리
교양교육은 general education을 통해 liberal education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전문교육(special education) 혹은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과 구분된다, 즉 특수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문성과 직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
로 갖추어야 할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양교육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판적 사유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이후 현대사회는
교양교육에 대해 창의적 혹은 융합적 사고력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력도 비판적
사유능력이 그 근간을 이루지 못하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유교육의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을 재정립해온 하버드대학 학부교육의 기본철학에서도 확인된다. 요컨대 교양교육
은 사회적 통념,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사물과 현상의 이면과 저변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
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하겠다.
자유교육의 목적은 추정을 뒤흔들어 놓고,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들고, 현상의 저변과 이면에
존재하는 것을 규명하고, 젊은이들의 방향감각을 혼란시키며 그들이 스스로 방향감각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유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설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자기성
찰을 유발하고, 비판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역사적 계기와 문화적 형성과의 만남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게 한다.1)

그렇다면, 대학교육의 현실, 특히 학생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의 대학생들(2~4학년) 중 대략
75%가 소위 ‘대2병’2)을 경험한다고 한다. 입시 전쟁에서 비롯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에

1)

Harvard Universit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2007. 2, p.1.

2)

‘대2병’은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대한 불확신과 취업에 대한 불안으로 극도의 무기력함을 겪는 증상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통계청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당신은 대2병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학생 중 1학년의 43%, 2학년의 75%, 3학년의 75%, 4학년의 7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https://blog.naver.com/hi_nso/2216567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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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저 점수와 성적에 맞춰, 부모나 교사의 권유에 따라 학과와 대학을 선택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불확신과 취업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극도의 무기력과 열등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 진학 이후의 새로운 목표 설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지만 사회적 정상성의
기준에 맞춰 타인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자신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자기자신을
극복하지 못한다. 오랜 방황 끝에 그들은 ‘자기계발’3)이라는, 사실상 예고된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더 나아가 ‘호모 에코노미쿠스’ 혹은 ‘기업가적 주체’라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을 형성해 간다.
자기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타자의 삶에 종속되어 인정 욕망을 좇는 20대의 자기착취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양교육이 계보학적 탐색을 요구하는 이유일 것이다.

2. 자기성찰을 위한 비판적 방법론으로서의 계보학
오늘날 교양교육에 있어서 계보학적 방법론이 왜 유의미하며, 그리고 ‘주체화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이 왜 중요한지 논의하기에 앞서 미셸 푸코의 계보학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평생에 걸친 미셀
푸코의 연구는 대부분 역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관점과 방법론은 ‘반(反)-역사’라 불릴 정도로
기존의 역사 연구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의 연구는 고고학에서 계보학으로, 그리고 윤리학으로 이어지지
만, 이 흐름을 관통하는 방법론은 넓은 의미에서의 계보학이라 할 수 있다. 푸코의 계보학적 연구에 집중한다
면, ‘현재’의 역사가이자 동시에 ‘주체’의 철학자라는 측면에서 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푸코가 계보학적 방법을 통해 중시한 것은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문제화4)와 비판이다.
그는 전통적인 역사 연구가 전제하는 초역사적인 기원(Ursprung)과 형이상학적 본질뿐 아니라 역사에
대한 연속적, 인과론적, 목적론적 진화의 관점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역사적 방법론이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 과거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쓸모 있는’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유래(Herkunft)를 추적하고 출현(Entstehung)을 탐구했는데, 이는 다양한 우연적인 힘들(권력관계) 간
의 갈등과 대결의 결과로서 고유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등장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5) 요컨대,
계보학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의 유래를 밝힘으
로써 그것의 우연성, 나아가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한편 푸코는 지식에서 권력으로, 그리고 자아의 윤리로 그 연구의 강조점을 이동시켜 갔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주체’였다. 즉, 푸코의 연구는 “인간이라는 존재자가

3)

자기계발하는 주체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으로는 서동진, 뺷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뺸, 돌베개, 2009 참조.

4)

푸코의 ‘문제화’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였다.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옮김, 뺷성의 역사2-쾌락의 활용뺸, 나남,
1990, 24-25쪽. 미셸 푸코, 심세광 외 옮김, 뺷담론과 진실뺸, 동녘, 2017, 359쪽. 미셸 푸코, 정일준 편역, “계몽이란 무엇인가”,
뺷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뺸, 새물결, 1999, 199쪽.

5)

미셸 푸코, 이광래 옮김, “니이체, 계보학, 역사”, 뺷미셸 푸코뺸, 민음사, 1989, 329-359쪽. 이 논문은 푸코의 계보학이 갖는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 논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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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생성되는 상이한 방식들의 역사를 창조하는”6)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의 계보학적 관점에 따르면,
주체란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력관계의 효과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라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주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비판이 가능해진다.7) 이때 주체의 유래인 권력을 ‘관계’로서 이해한다
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권력이 더 이상 소유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실체도, 그것을
소유한 인격체도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작동하고 실천되는 편재적 권력망(network of power)의 성격
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권력이 과거와 같이 억압하고 금지하는 부정적인 힘8)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주체와 같은 다양한 역사적 구성물을 형성해 내는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힘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권력이 ‘관계’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것은 이미 관계 내에 (스스로 욕망하고 행위하는 주체로서
의) 자유로운 타자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권력의 작동방식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가령, 근대 기독교 성 윤리가 비정상적 행위와 욕망의
세밀한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끊임없이 검열하는 수동적 주체를 만든 반면, 고대 그리스 성윤리
는 어떤 행위를 하든 스스로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며 자기 삶의 경로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능동적 주체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9) 요컨대, 지금⋅이곳의 나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갈수록 중시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현재’와 ‘주체’에 대한 계보학의 문제의식은 교양교육의 정체성
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주체화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으로서의 수업 사례
여기 소개하는 <인문과 예술의 세계>10)라는 과목은 과학기술대학(포스텍)의 특성을 반영하고 신입생
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 인문학 계열의 입문용 통합과목으로, ‘문학, 예술,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분야 담당교수 3인의 팀티칭으로 운영된다. 본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교양과정의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에 앞서 교양필수로 지정된 본 과목을 먼저 수강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균형잡힌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장에서는
본 과목 중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문학’ 분야를 소개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다.

6)

미셸 푸코 외, 정일준 옮김, “권력과 주체”, 뺷미셸 푸코의 권력이론뺸, 새물결, 1994. 86쪽.

7)

근대 권력의 계보학적 연구를 통해 푸코는 ‘주권 권력’이라는 전통적인 법적 권력 개념을 비판하면서 소위 ‘관계론적 권력론’, 즉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을 제시하였다. 진태원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뺷진보평론뺸 63호, 193-194쪽.

8)

푸코는 이러한 권력을, 관계의 가역성과 가변성이 작동하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로서의 ‘지배’와 구별하였다. 미셸 푸코 외, 정일준
옮김, 뺷미셸 푸코의 권력이론뺸, 새물결, 1994, 102쪽.

9)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옮김, 뺷성의 역사2-쾌락의 활용뺸, 나남, 1990, 29-45쪽.

10) 본 과목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졸고 “이공계대학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인문통합교과 모형에 관한 연구”(뺷국제어문뺸 55호),
599-637쪽 참조.

046

●

세션 1 교양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수업 내용
문학 1강

문학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문학 2강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문학 3강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1)

문학 4강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2)

문학 5강

뺷1984뺸와 뺷멋진 신세계뺸 그리고 우리의 삶 : 조별 토론

문학 6강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1)

문학 7강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2)

관련 문학 작품
윤이형, ｢쿤의 여행｣
조지 오웰, 뺷1984뺸

올더스 헉슬리, 뺷멋진 신세계뺸

(1)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자신의 주체화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을 시도하는 본 수업을 구성하는 첫 번째 본격적인
질문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나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대2병과 자기계발에의 강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나 자신이 현재 존재하는 조건과 한계를
묻는 이 질문은, 그 자체로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무엇이 나를 지금 이곳의 내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었는지를 알기 위해 그
유래를 추적하도록 이끌어준다.11) 또한, 오늘날 대학생들의 현재의 삶의 조건을 문제화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시장원리를 전면화함으로써 개개인에게 극대화된 효율성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그들
의 삶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함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함께 다루게 되는 문학작품은 윤이형의 단편소설 ｢쿤의 여행｣12)이다. 이 작품은
마흔 살의 여성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나’가 ‘쿤’이라는 덩어리에 의존하여 나이를 먹었지만 정작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몸에서 ‘쿤’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15세 소녀로 되돌아간
후 다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이다. 그에게 쿤을 제거하는 수술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회의를
품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 즉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묻는 행위이다.

(2)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형식이 역사를 초월한 보편적 존재이자 실체로서의 주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나’에 대한 질문은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나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된 존재인가?”라는 물음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주체화 과정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푸코의 계보학적 연구에 따르면, 주체를 형성하는 권력(관계)의 존재방식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게 된다.
푸코는 18세기 이후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근대적 주체를 형성하는 권력이 규율권력임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대학생들이 현재의 정체성을 갖기까지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근대적 제도로서의 학교교육이라고 할 때, 규율권력은 이 대목에서 마땅히 주목될 필요가

11) 사라 밀스, 임경규 옮김, 뺷현재의 역사가, 미셸 푸코뺸, 앨피, 2008, 60쪽.
12) 윤이형, ｢쿤의 여행｣, 뺷실천문학뺸(2013년 가을호). 제5회 젊은작가상(2014)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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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7세기 이전의 주권권력 단계를 벗어나 규율권력에 단계에 이른 권력은, 더 이상 금지와 억압으로
작동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마치 자신의 본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면서 순종적이면서 동시에 유능한 신체(obedient and efficient body)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기능을 하게 된다.13) 가령, 학교와 교실 내 공간의 기능적인 분할과 배치 그리고 시간표의 활용을
통한 위계화된 감시, 정상성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따른 제재, 시험이라는 평가 시스템 등 개인의 신체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와 훈육을 통해 작동하는 규율권력은 학생들의 신체를 길들여 그들을 권력에 예속화된
주체로 교정해 낸다.
‘나’라는 존재를 인간 본성에 기인한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불변의 어떤 본질이라고 이해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질문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게 되고, 자기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확신이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계보학적 문제의식을 통해 ‘내’가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존재임을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정체성은 의심과 해체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반드시 지금처럼 살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미래에 대한 상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다루게 되는 문학작품은 조지 오웰의 뺷1984뺸(1948)이다. Big Brother로 재현되
는 파놉티즘의 원리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소설 속 상황은 과거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넘어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현대사회의 권력구조와 주체 형성과정을 이해하
는 데 시시하는 바가 크다.14) 즉 구체적인 감시자가 없이도 감시의 효과가 시공간적으로 빈틈없고 중단없
이 유지됨으로써 인간의 행동뿐 아니라 사고와 감정까지 지배하게 되는 파놉티시즘의 구조와 원리는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 감시와 명령이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사회적
기준과 규범을 내면화해온 과정을 매우 설득력 있게 형상화해내고 있다.

(3)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체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을 통해,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능성 중의 우연한 결과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규율권력에 의한 주체화 과정이 ‘정상화(normalisation)’하는 규범을 개인
이 스스로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을 예속화하는 권력 효과를 낳는다면 과연 예속적
주체로서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후기의 푸코는 예속화와 구별되는 주체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2장에서 논의했던)
권력에 대한 그의 관계론적 관점으로 인해 가능했다. 즉 권력관계는, 불가항력적인 지배의 상태와 달리,
그 자체 내에 저항과 자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푸코는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자기
에 대한 자기의 관계”에 주목한다. ‘윤리의 계보학’을 통해 그는 사람이 어떤 윤리를 가지느냐에 따라,
즉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제하느냐에 따라 특정한 권력이 행사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근대의

13)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뺷감시와 처벌뺸, 나남출판, 2011 참조.
14)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우리의 삶을 규정한 일상적 권력이 바뀌지 않는 한 권력의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셸 푸코, “육체와 권력”, 뺷권력과 지식:미셸 푸코와의 대담뺸, 나남, 1991,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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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윤리는 특정한 행위의 형태를 기준으로 정상/비정상의 도식을(정상적 체위/변태적 체위) 설정하고,
그것을 초월적 규칙으로 선포함으로써 작동한다. 이 윤리를 내면화한 주체는 알아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신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수동적 존재가 된다. 반면, 고대 그리스의 성윤리는 정상/비정상 도식 대신
절제/과다의 도식을 기준으로 작동했다. 고대인들 역시 무분별한 성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부
간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성행위가 악이라거나, 혼외정사가 비정상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쾌락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여 삶의 기쁨을 늘릴
수 있다면, 통상적 금지를 넘어 성행위를 하는 것도, 혼외 성 관계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었다.
즉 이들의 윤리는 주체가 초월적 법칙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주체에게 요구한다.15)
푸코가 ‘자기에의 배려’라고 부른 이러한 윤리는 오늘날 대학에서 흔히 작동하고 있는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자기계발하는 수많은 주체들 역시 명령을 수동적으로 듣는 존재가 아니
며, 능동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관리한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돌보고 배려해야 할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자기성찰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왜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 자기계발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사유하지 않는 듯하다.

4. 주체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의 의의
본 발표에서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외면하고 타자(사회)의 욕망을 좇아 사는 현재의 삶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화된 현재의 삶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유래를 추적함으로써, 지금과 같지 않은 미래가
도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성찰하는, 교양교육의 한 단면를 소개하였다.
우리는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비판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비판 없는 판단을 내리는 일이 더
익숙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푸코는 판단을 시도하지 않는 비판을 꿈꾸었고, 계보학적 탐구를 통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다. 나의 학생들이 기업가적 주체라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계발에 매진할 때,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자유로운 주체로 긍정할 때, 나는 그들을 격려하거나 부추키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행위와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무한경쟁과 극도의 효율성을 당연시
하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에 대해 “나쁘지는 않지만 위험하다(not bad, but dangerous)”고 했던 푸코의
말처럼, 그들의 조급한 선택이 왜 ‘자기착취’이며 ‘자기포기’일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왜 위험한 길인지에
대해, 주체화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을 시도하며 그들과 함께 고민해 보기를 나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5) 미셸 푸코, 이혜숙⋅이영목 옮김, 뺷성의 역사3:자기에의 배려뺸, 나남,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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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에서 “주체화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의 방법과 의의｣
토론문

안미영(건국대 글로컬)

“나의 학생들이 기업가적 주체라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자기계발에 매진할 때,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자유로운 주체로 긍정할 때, 나는 그들을 격려하거나 부추기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행위와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무한경쟁과 극도의 효율성을 당연시하
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에 대해 “나쁘지는 않지만 위험하다(not bad, but dangerous)”라고 했던
푸코의 말처럼, 그들의 조급한 선택이 왜 ‘자기착취’이며 ‘자기포기’일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왜 위험한
길인지에 대해, 주체화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을 시도하며 그들과 함께 고민해 보기를 나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수님의 발표문을 통해, 대학 강단에서 교양을 강의하는 교수자의 자괴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앞서, 어떠한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닫아버린 학습자들,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문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탐구 앞서, 기업의 논리를 내면화 하는 학습자들을 목도하면서 교수님은 푸코가 제시한 권력 담론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코가 계보학적 탐색을 시도했던 것처럼, 학습자들이 주체화 과정에서 시스템
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권력 관계에 눈을 뜨고, 자기를 찾아나가기를 바라는 교수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교양교육이 처해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학습자들에 대한 교수님의
애정에 존경을 보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발표문에서 사례로 제시한 강좌 <인문과 예술의 세계>라는 강좌의 목표는 무엇인지요. 3인 팀티칭
으로 시행되는 교과에서 교수님이 맡은 영역이 문학이므로, 문학에 해당되는 주차의 수업주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외 다른 영역의 수업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나아가 일련의 강의
는 학습자들의 주체화 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이 강좌를 수강하기 전과
수강하고 난 뒤 학생들의 주체화 정도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그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2. 푸코의 계보학은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과 의혹을 통해 실체를 반성적으로 사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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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에 내재해 있는 권력관계를 파악해 냄으로써 대상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제로 제시한 ‘주체화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은 읽는 이로 하여금, 교양교육에서 주체화 과정에 대해 계보학적 탐색
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계보’라는 어휘를 통해 통시적이면서 공시적인 맥락
과 지평에 대한 제시와 이해를 기대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는 담아내지 못했지만, 그간의 교양교육
전개과정에서 주체화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어떠한 방식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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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배재대)⋅임병식(고려대)

1. 서론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경우 중고등학교 시절 높은 등급의 성적을 받은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성적으로 인한 평가에서 상실감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성향이 수동적이고 진취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자주 접할 수 있다. 또한 성적으로 인해 인정받
지 못한 상처나 상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의 상실 혹은 역기능 가정으로 인한
가정의 상실감도 있다. 특히 가족 내에서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 등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상실은 그 아픔이 커서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정작 인생을 같이 해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상실의 한 형태인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존감의 상실이나 건강이나 소유하고 있던 것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상실을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며 여러 상실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실은 상처가 되어 자존감을 낮추고 좌절하게 만들기 쉽다. 이러한 상실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혹은 앞으로 경쟁 사회에 나아가 상실을 경험할 학생들에게 상실과 떠남이 인생에게
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성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정이다.
실제로 대학생들과 상담과 진로지도를 하다보면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 속에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며 아울러 상처와 상실로 인해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자주 접하게 된다. OECD 자살률 1위1)인 나라에서 올바른 죽음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2).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3)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새롭게 성찰시켜 준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상실로 좌절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것인가가 진정한 교육의 화두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4).
상실이나 죽음이 부정적이고 절망과 좌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주는 진지함과 성숙 그리고
실제 그것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해석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직시하게 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품격있
는 완성과 인생을 새로운 세계관으로 보게 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비롯한
여러 상실들을 주제로 하여 토론하고 성찰하게 함으로써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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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인 아니라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에 주도성을 갖추어 살도록 싸나톨로지(죽음학):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을 개설하여 그 길을 안내하고자 한다.

1)2)3)4)

2. 본론
2.1. 싸나톨로지 과목에 대한 학습자 요구분석
학습자들의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들의 요구분석(needs analysis)을 하여 교과목을 개발하고커리큘럼
을 구성하였다. 새로운 수업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특정 상황의 수업을 계획하고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밝혀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사정’, ‘학습요구분석’,
‘요구사정’ 등으로 불리는 사정단계에서는 현행 수업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업이 이루어 져서
본 과목의 포괄적인 목표설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와 같이 164명의 배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싸나톨로지-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의 필요
조사를 하였다. 실제로 죽음을 포함한 ‘상실이나 아픔을 겪는 경험이 있다’라는 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1)

출처: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OECD 자살률 그래프(2017)
2)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2153500017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13년째 OECD 1위

3)

Becker(1973)에 죽음관이 죽음의 의미에 반영된 결과를 참고

4)

김재경(2019) 배재대학교 혁신지원 사업: 싸나톨로지(죽음학):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 교과목 개발 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들
중 일부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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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명의 학생 중에서 매우 그렇다가 14.6%의 학생들이 답했으며 그렇다는 62명으로 32.8%, 보통이
다는 22%로 답을 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적극적인 지지가%로 47.4%로 과반수에 육박했으며
보통이다의 22%의 소극적 지지까지 계산한다면 69.4%로 거의 70%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죽음을 포함한 상실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하여 학생들이 경험한 죽음이나 상처를 포함한 상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
해의 필요성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이나 아픔은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이다’에 대한 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164명의 학생 중에서 매우 그렇다가 14%의 학생들이 답했으며 그렇다는 44.5%, 보통이다는 24.4%
로 답을 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적극적인 지지를 합쳐 58.5%로 과반수가 훨씬 넘었으며 보통이
다의 24.4%의 소극적 지지까지 계산한다면 82.9%로 많은 학생 수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죽음을
포함한 상실이나 아픔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라고 답을 하여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되는 인생의 성찰이나 깊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
같은 상실이나 아픔은 잘 극복하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달리 볼 수 있는 긍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인지구조가 재구조화되는 시간을 거쳐야 하며 상실이
나 아픔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한 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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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명의 학생 중에서 매우 그렇다가 5.5%의 학생들이 답했으며 그렇다는 27.5%, 보통이다는 20.9%
로 답을 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적극적인 지지를 합쳐 33%로 학생 응답자의 3분의 1이 되는
학생들이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보통이다의 20.9%의 소극적 지지까지 계산한다면 53.9%로 많은 학생 수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을 하여 죽음에 대한 개념과 사고가 학생들
에게 가까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실이나 죽음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164명의 학생 중에서 매우 그렇다가 26명으로 15.9%의 학생들이 답했으며 그렇다는 34.8%, 보통이
다는 33.5%로 답을 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적극적인 지지가 53.7%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보통
이다의 33.5%의 소극적 지지까지 계산한다면 87.2%로 거의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죽음을 포함한
상실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답을 하여 상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볼 때 싸나톨로지: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은 대학생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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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층 인터뷰 결과
참여 학생들의 좀 더 심층적인 의견을 알기위해 심층 인터뷰를 하여 참여 학생들의 내면의 생각들을
알아보았다. 심층인터뷰 질문은 “상실이나 상처에 대한 회복을 위해 싸나톨로지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 학생 인터뷰 자료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코딩방식을 취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인터뷰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어를 색깔로 코딩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 자료를 다시 재분류
하여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범주화하고 분류하여 보편적인 핵심어를 찾아내었다. “상실이나
상처에 대한 회복을 위해 싸나톨로지(죽음학)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5명의
학생들과 인터뷰하여 공통적인 핵심어로 정리한 인터뷰 결과이다5).

① 상실감으로부터 회복
“사실 살면서 상처나 상실이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것을 대면하여 회복할 수 있는 강의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상실감이나 상처는
친한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마음 속에서는 아픈데 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지요. 이런 강의가 있다면 상실감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과목을 들어보
고 싶습니다.”

② 자신을 돌아볼 기회
“죽음이나 상실감에 대한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의 죽음은 정말 큰 아픔이
고 상처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 묻어두는데요. 실제 그것을 들여다 보고 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아픔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게 어쩌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상실이나 상처는 그냥 피하고만 싶은데 피하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아서 나의 여러 가지 면에서 소극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해야 하는지 모르는 데 알 수 있다면 상처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③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강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이런 강의야 말로 살아가면서 꼭 들어야 할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저도 죽음이나 상처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들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떤 상실감을 겪었을 때 제 자신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면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죽음이나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 보듬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들도 자살을 많이 하는데 사람 속에 내재한 어두운 면들이 회복되어 긍정적인 생각으
로 바뀐다면 젊은이들이 스스로 일찍 생을 마감하는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상처를 겪어도 자신의 프레임이 문제니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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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문과 심층 인터뷰 결과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상실을 경험한 학생들이 조사대상의 과반수이상으로 상실을
이겨내고 죽음과 삶의 의미를 성찰할 싸나톨로지 과목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층인터
뷰를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 학생들의 상처나 상실감이 회복되고 상실을 겪은 자신을
돌아보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싸나톨로지 과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구조사 결과로 “싸나톨로지(죽음학):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의 개발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음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주관적인 관심사 모두를 다루어야 하기에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지녀야 하며, 교육내용은 죽음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수많은 방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바스(Wass)는 죽음과 임종에
관한 연구는 각 개인과 사회로 하여금 편협한 시각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즉 자신의 이해를
넘어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6) 죽음을 다루는
궁극적 의의는 곧 ‘사랑과 관심 그리고 공동체적 공감, 상호 협력과 치유에 대한 이해를 고양’하는 것이다.
싸나톨로지(죽음학)은 의미 추구적 존재인 사람이 품위 있게 ‘자기 완결’을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조하는 통섭학문이다.

2.4. 한국에서의 대학생 죽음교육 현황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죽음학이 정립되지 않은 환경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상실과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생애발달별 죽음교육 프로그램7)이나 교재가 없다. 다만 2020
년 현재 고려대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가톨릭대,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창원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일반인 및 대학생들에게 진행되는 죽음교육지도자 과정이 1학기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97년 한림대학교 철학과에서 죽음준비교육과목을 개설한 이후 2004년 생사학연구소를 설립하여,
2012년 “한국적 생사학 정립과 자살예방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을 계기로 생명교육융합
대학원과정을 신설하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교육기관으로서는 한국싸나톨로
지협회가 WHO가 인증한 죽음교육 국제본부 ADEC과 미연방호스피스협회(HFA), 죽음교육 전문대학원
인 Hood College와 자매기관을 맺어, 국제죽음교육자격증시험과 싸나톨로지 석⋅박사과정, 그리고
미연방 심리상담사 면허증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에서 싸나톨로지(죽음학)이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던 상황에서 배재대학교에서 혁신지원 사업으로 교과목 개발을 하게 되었다.

6)

Balk, D. (2007). Handbook of thanatology. p.456, IL: ADEC(2010).

7)

Erikson은 연령에 맞는 특별한 발달적 과업을 연구해 생애발달별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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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위에서 소개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열람해보면, 대학생들을 위한 죽음교육교과과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모두 죽음학과 죽음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센터에서 고려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1학기 교양과정 죽음교육이 전부였다.8) 이 과정은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상실과 죽음의 경험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 및 감정적 측면을 고려해서 상실과
죽음의 경험을 극복해나가는 기술과 지혜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죽음교육의
공교육화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근 배재대학교 2020년도 1학기 핵심교양과정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싸나톨로지(죽음학):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이라는 과목이 한국 최초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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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나톨로지(죽음학):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에 대해

박준웅(중앙대)

김재경 교수(이하 저자)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다양한 형태의 상실감이 학생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좌절하게끔 하며, 결국 자살에 대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에 주목한다. 이에 저자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강변하며 논문을 통해 싸나톨로지(죽음학):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이라는
과목 개설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토론자는 저자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배재대학교에서
핵심교양과정으로 채택된 ‘싸나톨로지(죽음학):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이 대학생들을 위한 죽음학
의 초석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본 토론자는 저자가 실행한 대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요구분석과 인터뷰 결과에 대한 해석에 깊이
동감한다. 하지만, 단지 토론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불필요한 토론 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주제에 대한 부족한 지식에 말미암은 어리석은 물음일 뿐이다. 부디 저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토론자의
질문이 자신에게 할당된 역할을 다하고자 함에 말미암은 것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저자는 죽음 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주관적인 관심사 모두를 다루어야 하기에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지녀야 하며, 교육내용은 죽음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수많은 방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1)고 본문에 적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목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가 한다. 우선 토론자는
죽음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수많은 방식이란 그 수많은 방식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배경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방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는 인류 정신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작업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저자가 말한 죽음을 다루는 궁극적
인 의의에서도 드러난다. 저자는 “죽음을 다루는 궁극적 의의는 곧 ‘사랑과 관심 그리고 공동체적 공감,
상호 협력과 치유에 대한 이해를 고양’하는 것이다”2)라고 말하지만, 이는 이미 죽음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즉, 죽음을 대처하는 수많은 방식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1)

본문, 6쪽

2)

같은 쪽

싸나톨로지(죽음학):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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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배경조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보다는, 이미 전제된 특정한 죽음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부족한 지식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제시한 토론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짧은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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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생 중심 수업

양윤의(고려대)

1. 서론
역사적으로 근대 대학의 모델로 평가받는 것은 훔볼트가 수립한 베를린대학이다. 훔볼트가 지향한
교육은 일반 인간교육(allgemeine menschenbildung)이며, 이것은 “전문적이고 제한된 지식을 제공하
는 직업교육이 아니라 전인적인 향상을 촉진하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교양을 제공하는 교육”1)을
의미했다. 여기서 ‘수업시대’나 ‘편력’과 같은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자아를 벗어나
세계를 편력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돌아오기’로 요약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출발/귀
환’, ‘세계/자아’, ‘미성숙/성숙’과 같은 모티프들이 결합되어 있다. 교양(Bildung)이라는 개념에는 세계를
파악하기, 자아를 완성하기, 감정을 교육하기와 같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현재의 대학
교양교육의 이념에도 내포되어 있다.2)
여기에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에 따른 기능적, 전문적 지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학은 ①
자본의 재생산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공급하는 전공 교육과 ② 세계를 편력하고 자아를 발견하기란
목표로 수행되는 교양 교육으로 이원화되었다.
오늘날 세계 대학의 표준형이 된 것은 19세기 말 이후 발전한 미국식 모델로, 리버럴 아트 교육에
충실한 대학 위에 석박사 학위 시스템을 구조화한 대학원이 놓인 형태이다. 이는 폭발적으로 확장된
대중사회가 욕망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기본적 수요와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인재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시스템이다.3)

이런 정의는 ①에 따른 전공교육을 대학 교육의 핵심에 두는 것이며, ②에서의 교양교육은 부수적이거
나 예비적인 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1)

사사키 아타루, 뺷제자리걸음을 멈추고뺸, 김소운 역, 여문책, 2017, 44쪽.

2)

대학 교양교육의 사적 개념과 그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백승수, ｢4차 대학 혁명과 교양교육의 미래｣,
뺷교양교육연구뺸, 13, 2019.

3)

요시미 순야, 뺷대학이란 무엇인가뺸, 글항아리, 2014,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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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양교육이 전공과목에 진입하기 전에 수행되는 예비적 단계의 교육으로 이해되었다.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신장하는 기초 교양 교육‘만’이 교양교육의 핵심으로 간주되거나,
기능적 교육으로 교양교육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된 것은 이러한 선이해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
정보수용능력 역량은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고등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양교육이 전공교육보다 질적으로 낮은 차원의 기초적인 교육이라는 선입견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높은 차원의 합리적, 이성적 능력을 요구
하는 전공교육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과목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관념 아래서 수행되는 기능적인
교양교육 교과목은 전공교육에 종속되기 쉽다.
둘째, 전인교육이라는 교양교육의 목표가 전공과 유리됨으로써 달성할 수 없는 개념,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하였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전문화된 교육이라는 이념을 전공의 몫으로만 할당하면, 전인교
육 역시 전공교육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이상(理想)이 되고 만다. 세계를 파악하고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서
는 세계가 요구하는 기술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이해 없는 전인(全人)이란
그 자체로 모순된 개념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전인교육의 외연이 좁아져, 그 대상이 계몽주의적인 인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교양교육이 제시하는 전인이란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인간이다. 즉 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② 가능한 한 폭넓게 세계를 파악하는 인물이다. ①의 모델로는 논리적인 언어구사, 수사적인
대화술, 연역적인 사고, 경험적인 판단력 등을 갖춘 인물이며, ②의 모델로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각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 문식력과 문해력을 갖춘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성만으로는 인간에
대해 온전한 이해에 이르렀다고 말하기 어렵다.

2. 본론
2.1. 새로운 교양교육의 정체성
그렇다면 교양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며,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전인교육이라는 이상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양교육이 전공교육의 사전적, 예비적 단계의 교육이 아니라, 둘이 상호적으로 교섭해야 한다.
때로는 전공교육이 교양교육의 사전적, 예비적 단계의 교육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각 학과의 전문지식을 익힌 후에 교양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교양교육 교실은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각자의 지식에 기반한 문제해결역량을 선보이는 융합적, 창의적, 수행적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의 목표를 학습주체의 창발적인 역량의 신장으로 조정해야 한다. 전인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자기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이는 다시 말해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욕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교수자는 지식전수자, 아는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학습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주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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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을 존중해야 한다. 교수자는 계량화, 정량화된 평가를 포기하고 창의적인 사유를 무한히 격려해
야 한다. 그 일환으로 대학은 상대평가를 포기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가 도입되어야 할 시점이다.4)
셋째, 지식의 전수나 개인역량의 계발과 같은 재래의 교육모델을 포기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위주로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랑시에르는 뺷해방된 관객뺸에서, 1830년대
에 두 노동자가 나누었던 서신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교육 모델이 선입견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고 고백한다.
나는 문제가 무지와 지식 사이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능동성과 수동성, 개인성과 공동체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됐다. 5월 어느 날, 나는 1830년대 두 노동자의 서신 자료를 열람하면서 당시
노동자들의 조건과 의식 형태에 관한 정보를 찾으려 했다. 나는 뜻하지 않게 전혀 다른 것을 만났다.
그것은 145년 전 또 다른 5월 어느 날 일어난 다른 두 방문객의 모험이었다. 두 노동자 가운데 한
사람은 메닐몽탕에 있는 생시몽 공동체에 막 들어간 참이었다. 그는 친구에게 낮에는 노동하고 수련하
고 밤에는 게임하고 합창하고 낭송하는 유토피아적인 일과 시간표를 전해주었다. 편지 수신자는 답신
에서 자신이 동료 둘과 함께 전원 파티를 하며 봄날의 일요일을 만끽한 참이라고 했다. 그 수신자가
그에게 이야기한 것은 노동자의 휴일―다음 주에 일할 것에 대비해 심신을 회복하기―과 사뭇 달랐다.
그것은 종류가 전혀 다른 여가로의 난입이었다. 풍경의 형태, 빛, 그림자를 즐기는 탐미주의자의 여가,
시골 숙소에 묵으며 형이상학적 가설을 발전시키는 철학자의 여가, 길이나 숙소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벗에게 신앙을 설파하는 데 애쓰는 전도자의 여가. 노동 조건과 계급 의식 형태에 관한 정보를
주겠거니 했던 이 노동자들은 전혀 다른 것을 나에게 제공했다.5)

“낮에는 노동하고 수련하고 밤에는 게임하고 합창하고 낭송하는 유토피아적인 일과 시간표”는 마르크
스가 꿈꾸었던 해방된 노동자의 일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노동자는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냈노라고 말한다. 그것은 계몽적인 교수자의 관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노동의 시간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휴식하기, 놀기)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 시간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노동에 종속된
시간, 따라서 노동의 연장으로서의 시간에 불과하다. 그는 전혀 다른 시간, 이를테면 탐미주의자의 시간,
철학자의 시간, 전도자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 각자의 욕망에 부응하는 시간,
그의 몸과 정신을 전혀 다른 감각과 사유에 개방하는 시간이었다. 이 에피소드를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6) 교수자는 일과 시간표를 제공한 친구와 같은 계몽주의자, 지식 전수자,
생활 지도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학생들의 질문을 상대화하거나 서열화하지 않는 수업의 평가 방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수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들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질문이 될 때, 그 질문의 질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결과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결과적 수월성을 기준으로
하는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요시미 순야는 대학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경영되는 관료제적 기업체”가 되어간다고 말하면서, 대학의 어려움을 내파하기 위해서 ‘수월성(秀越性)’ 개념과 부딪쳐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은 차츰 ‘수월성’에 준거하는 글로벌한 관료제적 경영체가 되고 있다. ‘수월성’이라는 개념은 하이퍼화된 금융경제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가지지 않으며, 그 진위조차 문제되지 않는다. 수월성 담론은 정치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이데올로기적이지
않다. 즉 이 개념은 고유의 어떠한 정치적, 문화적 경향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비지시적이며 경영적인 개념이다.”
요시미 순야, 앞의 책, 292-295쪽.

5)

자크 랑시에르, 뺷해방된 관객뺸, 양창렬 옮김, 현실문화, 2016, 31-32쪽.

6)

랑시에르 철학에서 ‘교육’과 ‘연극’의 유비는 이미 유의미한 방식으로 언급된 바 있다.(자크 랑시에르, 같은 책, 222쪽) 지능의 차등이
라는 교육(학)의 신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랑시에르의 뺷무지한 스승뺸(양창렬 역, 궁리, 2008, 37쪽)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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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습자는 저 노동자처럼 그 자신의 몸과 정신에서 빠져나와 다른 시간을 감각하고 누려야 한다.
이것은 ‘타인을 생각하기’를 넘어서는 ‘타인이 되기’이다. 교양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런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합리성에 대한 과도한 편향은 이성만을 인간의 고유한 자질이라고
보았던 서양 형이상학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감각, 무의식, 욕망, 감정 등이 최근 인문과학의 주제로
떠오르는 것은 이런 이성 편향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인교육은 이러한 측면들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2.2. 공통교양과목 자유정의진리의 개요
2018년 고려대학교 공통교양 교과목으로 신설된 <자유정의진리>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융합을 통해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며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수행하
기 위해 고안된 교양교육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학문의 세 가지 핵심축인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망라하여 인류의 지성사를 장식했던 다양한
지적 성찰들을 주제별로 탐구하는 동영상을 제공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책을 모색하는 플립트 클래스, ② 전공과 계열을 나누지 않고, 다양한 전공자들을 한 강의실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각자의 지식과 사고가 다양하게 교류하는 열린 교실, ③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재래식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학생들 스스로 질문, 글쓰기, 토론, 발표 등 수업의 전 과정을 담당하게
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 설계, ④ 과제 및 활동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과정중심평가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본 교과목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주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① 질문 기반형 수업 ② 학습자 중심의
학습 이론 ③ 자기 주도적 학습 ④ 협력학습 ⑤ 과정 기반 학습.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촉진으로서
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으로 학생들을 자극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맥락화한다. 특히
학생이 제출한 질문으로 구성하는 QnA 수업과 학생들의 소규모 토론수업, 조별 발표 수업은 학생 참여형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챕터별로 2주차에 진행되는 QnA 수업은 학생들이 제출한 질문을 통해 문제의식
을 공유하고 쟁점을 의미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유정의진리는 두 학기 수업으로 짜여져 있다. 자유정의진리Ⅰ에서는 주체, 이성, 욕망, 구조, 시각,
예술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 탐구의 양상을 탐구하며, 자유정의진리Ⅱ에서는 시각, 몸,
공간, 시간, 법, 비판정신을 주제로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과 범주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 역사와 문화, 자연과 예술에 대해 인류가 제기해온 다양한 물음과 해법을 소개한
후, 이러한 지(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상호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시각과 사유를 소개하
는가, 나아가 인간의 미래에 어떤 지평을 열어 보이는가를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3. 학생의 질문으로 구성되는 수업
학생들은 기본 내용을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습하고, 질문하기를 통해 자신의 문제의식을 예각화한다.
플립트 클래스로 진행되는 온라인 학습에는 학습 내용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고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동영상 자료의 레퍼런스를 학생이 자유롭게 심화 확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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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2차시인 QnA 수업은 온라인 학습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QnA 형식의
오프라인 학습으로 보완하는 시간이다. 학습 내용과 주요 쟁점을 학생들의 질문에 기초해 작성하는 포맷
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의해 제기된 주제의 다양한 측면―사회적, 역사적, 형이상학적, 과학적,
예술적 측면 등―을 함께 나누고 고민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소개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설정하고, 설정된 문제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쟁점화하며, 쟁점이 된 논제들
에 대한 해결책을 각자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1) 학생이 질문하는 ‘과정’의 중요성
학생이 어떤 모험을 할지 사전에 정할 수 없고, 정치적 주체화가 어떻게 이뤄질지 알 수 없다. 교수자는
학생의 정서와 생각과 의견을 결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기획이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교육혁신과 융복합 교육의 중핵으로 삼고
있는 과정적 지식(process knowledge)7)은 학생 스스로 자발적인 앎의 차원을 개시하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과정 자체를 핵심으로 삼는다.8) 토의의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없다는 점, 전체 과정에서 필연성
이나 인과성이 배제되지만 그 원인이 학습자의 자유의지라는 점9), 학습자의 미적 지적 정치적 판단력이
융합되는 집단지성의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타자가 되는 시간’을
사는 것이다.

2)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교수자의 역할
교수자는 지식의 전수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전체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에 머문다.
학생 중심 수업이 대학 교육의 혁신(paradigm shift)의 사례10)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11) 랑시에르는 뺷무지한 스승뺸에서, 스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학생들 스스로 특별한 지(知)에 이를 수 있음을 특별한 실례를 통해 보여준 바 있다.12)
이 모델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교수자 스스로가 지식의 주체가 아니라 앎의 배경이 되며,
지식의 전수자가 아니라 앎의 촉진자가 되는 모델은 가능할 것이다. 단, 이 모델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수직적, 고정적, 일방적 관계를 포기할 때에만 가능해 진다.
7)

정연재, ｢창의융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한 융합교육 방안 연구-｢크로스오버1:인간의 탐색｣ 사례를 중심으로｣, 뺷교양교육연구뺸11권,
2017, 14쪽.

8)

양윤의, 박진, ｢협력 학습을 통한 과정 중심 글쓰기 수업 방안과 사례｣, 뺷어문학뺸133, 한국어문학회, 2016, 144쪽.

9)

랑시에르, 뺷무지한 스승뺸, 29쪽. 랑시에르에 따르면 스승과 학생 사이에는 의지와 의지의 관계만이 성립된다. “평등의 방법은 먼저
의지의 방법이다.” 사람은 배우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의 욕망의 긴장이나 상황의 강제 덕분에 ‘설명해주는’ 스승 없이도 배울 수 있다.

10) C. Carney Strange and James H. Banning, Designing for Learning : creating campus environments for student
succes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15, 135p. “There has been a revolution in such matters over the past
fifty years. This paradigm shift has resulted in a new narrative of student engagement and success. In response,
the academy has also begun to alter its thinking about how, where, and with whom student learn.” (심미자, ｢소통하는
수업을 위한 토의 수업 전략｣, 뺷대한대학교육협의회 연수 워크숍 자료집뺸, 2019, 재인용)
11) 오은주,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역량 탐구｣(사고개발, 대한사고개발학회, 2009)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대개의 논의가 교수자 중심의 방법론 즉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는 교수자의 기능적인 역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교수자
의 지식 전달 방식, 강의 전달력, 강의 구성력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다.
12) 랑시에르, 뺷무지한 스승뺸, 40쪽. 랑시에르는 학생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보편적 가르침’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개인을 지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받은 지적 해방의 혜택을 다른 이들에게 알림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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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질문의 사례
다음은 교과목의 한 챕터에 해당하는 <몸의 역사>에 제출된 학생 질문의 사례이다. 해당 동영상에서
제시된 부르디외의 용어 ‘육체자본’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질문이 제출되었다.

[학생 질문 사례1]
온라인 강의에 나오는 ‘육체자본’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다. 이 강의에서 나온 육체자본이라는 단어 혹은 개념 자체가 차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버틀러(Butler)는 단어 하나하나가 수행성(performativity)을 갖는다고 말한다. 육체가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단어로 만들어 설명하는 강의는, 은연 중에 외모지상주의나 성차별주의(특히나 성 그 자체가 자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여성에게)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뒤에서는 페미니즘 얘기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어느 정도
설명하려 하지만, 다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 이 파트의 육체자본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진 수행성을 인지하고 피하기에는 쉽지
않다. 동영상의 이러한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학생 질문 사례1]은 ‘육체자본’이라는 부르디외의 개념을 선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행성이
란 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의 결정이나 활용
에 편견이나 이데올로기가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 질문 사례2]
온라인 강의에서 인상 깊은 개념은 ‘육체 자본’이라는 표현이다. 현대사회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성형,
운동, 다이어트 등 사회가 요구하는 몸에 도달하기 위한 계발을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육체의 자본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물론 나 역시도 자기계발을 꿈꾼다. 계발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사회가 정한 기준을 위해 개개인이 혹사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존엄한 인간의 몸이 함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도덕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단순히 외적인 측면에서의 이상적인 몸 뿐만 아니라, 더욱 효율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몸을 얼마나 혹사시키게 될 것인지, 얼마나 더 과로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든다.

[학생 질문 사례1]이 ‘육체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학생 질문 사례2]는
이 개념을 학습자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경험적인 질문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성적, 합리적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정서적, 경험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정서(affect)의 요소를 고려해야 이론이
현실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질문 사례2]에서는 단순히 ‘도덕과 부도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상품이 된 몸’이 어떤 문제와 효과를 낳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학생 질문 사례3]
인간의 몸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한 몸이나 몸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자본주의적 선호는 몸에 대한 소외와 잘못된
사회적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여성의 몸이 어떠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이 페미니즘의 주장을 타당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상강의에서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는 몸의 운영과 개발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차별화의 수단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말하고, 그것을 상품화된 몸을 육체자본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육체자본이란 다양한 자원들을 축적하는
데 필수적인 권력 및 남과 구별되는 상징을 소유하고 있는 몸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몸의 상품화는 곧 육체자본이고, 이는
사회적인 힘 혹은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중략) 스포츠, 보디빌딩, 모델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몸의
상품화는 긍정적인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몸의 상품화는 절대적, 객관적인 도덕 기준에 의해 그릇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품화가 일어나는 배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인간의 몸이 자본주의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요소정도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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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질문 사례3]은 단순히 자본에 포획된 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본이 될 때 그것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구별하려 노력하고 있다. 몸이 상품화되는 것은 대의에서 반대지만, 몸이 자본재로
활용될 때는 어떠한가? 그것은 해당 몸의 소유자에게는 부정해야 할 현상이 아니라, 자본의 순환과정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닌가? 이런 복합적인 분석이 이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다.

3. 결론
이 글은 교양교육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의 실현 가능성을 학생 중심 수업의 사례를 통해서
검토해보고자 했다.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의미있는 결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수행하는 수업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것이 교양교육의 새로운 진로 설정에 유의미한 방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배움은 교수자의 지식전수나 기능적 장치들의 구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공동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의 총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 스스로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을 갖추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대학 교양교육의 가장 높은 질적 성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교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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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한
토론문

조경덕(협성대)

양윤의 선생님의 ｢대학 교양 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생 중심 수업｣은 고려대학교 공통 교양
과목인 <자유정의진리>를 중심으로 교양 교육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한 글입니다. 그동안 교양 교육은
전공 교육을 뒷받침하는 교육이나 말 그대로 ‘교양’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공 교육과 더불어 대학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서 교양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양 교육의 정체성에 대해 묻고 그 정체성을 담아낸 과목으로 <자유정의진리> 수업을
사례로 든 이 논문은 시의적절한 문제 의식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제시한 사례 역시 타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생각했던 교양 교육의 개념, 목적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고려대학교
공통 교양 과목 <자유정의진리>에 대해 궁금한 것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1. 이 논문에는 ‘인간 교육’, ‘전인 교육’, ‘인성 교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들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용어인지 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교양 교육의 논의를 대부분 서구 교육의 전통 아래에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서술해 주셨습니다.
혹 동양 전통과 관련하여 소개할 교양 교육의 논의는 없는지 아울러 <자유정의진리> 과목의 기본
철학에 스민 동양의 교육 전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교양 교육에서 합리적 추론에 의거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논문도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 “‘타인이 되기’, ‘타인이 되는 시간’을 사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문에서 든 사례에서는 그 대목이 잘 소개된 것 같지 않습니다. 교양 교육에서
왜 ‘타인이 되기’가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부연 설명해주십시오.
4. 대학 현장에서 교양 교육이 전공 교육의 사전 단계 교육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이 논문에서
는 두 교육 과정이 위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섭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 전공
교육이 교양 교육의 사전 단계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 <자유정의진리> 수업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혹은 그러한 교섭을 장려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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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령(신성대)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기본 핵심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양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전공교육과 교양교육 사이에서 비중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등은 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한 한국대학신문은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타이틀로
7회에 걸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시리즈별 주제1)를 연재한
바 있다(한국대학신문, 2018).
요즘 대학가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하여 각 학교가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에 따라 교육과정
을 개편하고 있다.
역량이란 타인에 비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다. 따라서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역량을 함양한다는 것은 평생 원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진로개발지원이 취업정보 제공을 넘어, 전생애적 진로역량 개발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역량 강화
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자 중심 교육 전략이 요구된다고
본다(전은화⋅정효정⋅서응교, 2015).
2016년 1월 20-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2)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다보스포럼이 산업을 주제로 내세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1)

한국대학신문(2018), 전문대학 교양교육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①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② 전문대학 교양교육 확대의
필요성 ③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방향 ④ NCS와 전문대학 교양교육 ⑤ 해외사례로 본 직업교육에서의 교양교육 ⑥ 교양교육
질 제고를 위한 방안 ⑦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2)

ABOUT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은 독립적 국제기구로서 비즈니스, 정치, 학회 및 사회 리더들과 함께 국제적, 지역적, 산업적 어젠다를 구축하여
세계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기구는 중립적이고 공정하여,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국익에 무관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weforum.org 사이트에
서 살펴볼 수 있다. http://www.yes24.com/24/AuthorFile/Author/17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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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경제의 혁명적 변화를 이끄는 것은 물론, 인류 미래와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만큼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3)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인재는 과연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가?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미래사회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가 21세기형 인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서 출발한다. 2015 개정교육과
정 총론에서는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과
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목표 1위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꼽았다. 2위에서 5위까지는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관리’, ‘협업능력’을
선정했다.4)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앞으로의 교육은 STEM5)에 기반한 컴퓨팅적
사고 및 통계적 사고 능력 함양과 아울러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와의 협업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도 이런 점에 착안하여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은 창조적 문제해결역량과 팀워크를 통한 협업능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래형 인재는 이런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아야만 기계나 인공지능로봇 등에 의존하지 않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창의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기관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또 고등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은 과연 예비 직업인들에게 미래사회를 어떻게 대비하라
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교양교육의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
어져야 한다고 본다.

2. 본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양교육의 고전적 의미를 통해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 운영 중인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진단과 아울러 신성대학교 핵심역량기반 교양교
육과정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김미령,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창의지성교육의 방향 및 미래인재육성 방안-화성시 진로교육 성과를 중심으로-”, 창조교
육학회, 2018. 12. 30. 재인용

4)

김미령,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창의지성교육의 방향 및 미래인재육성 방안-화성시 진로교육 성과를 중심으로-”, 창조교
육학회, 2018. 12. 30. 재인용

5)

STEM이란 말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의 준말로 1990년대 들어서 미국과학재단
(NSF)이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융합형 인재를 키워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혁신을 주도하자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 융합교육정책 (지형 공간 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구미서관)

070

●

세션 1 교양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2.1. 교양교육의 개념 및 현대적 의미
2.1.1. 교양교육의 개념
교양의 어원은 두 가지로 고찰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작’을 뜻하는 영어 ‘culture’에서 왔다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형성’을 뜻하는 ‘building’에서 왔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인간정신을 풍부한 것으로
만들고 완전한 인격을 형성해 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은
지식교육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
다른 차원의 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교양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교양인(敎養人)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며 일반교육(一般敎育)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교양교육은 직업 기술이나 전문적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자유교육의 현대적 개념으로서 ｢교양교육｣의 개념이 확립된 것은 1945년 하버드 대학에서 ≪자유사회에
서의 교양교육≫ (A General Education in Free Society)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고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자유 사회의 교육은 모든 시민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며, 전통적인 자유교육이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게 제한된 것과 달리 현대의 자유교육은 모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일반적 교육(general education)이어야 한다.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는 1979년 중핵 교육과정(core
curriculum)을 확정하여 학사 과정의 학생들이 전공 이외에,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문학과 예술, 역사 연구, 사회 분석과 도덕적 추리, 과학, 외국 문화 등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학점의 25%로 하였다. 종래의 교양교육이 대체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소개하
는 것이었음에 비하여, 이것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특정화하고 그러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1981년 발표된 서울대학교
교양교육 개선 방안은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의 아이디어를 따랐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교양교육은 모든 자유시민의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일반교육으로 이해되어 오늘날 중고등
학교, 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교과 또한 문학⋅역사⋅철학 등의 인문학 분야에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까지 폭넓게 확대되었다(교육학 용어사전, 1995).
교양교육은 고대 그리스 자유교육에서 연원하여 독일의 도야교육에서 숙성되었으며, 미국의 일반교육
을 통해 현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백승수, 2017).
교양교육에서 자유교육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무지와 편견, 몽매와 편협, 주입과
세뇌로부터 해방되어 자기 머리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자율적 인재로 거듭나는 것이 교양의 본질이라
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할 수 없다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하고 느끼는 방법의 살아있는 축적인 교양이 필요한 것이다(세기 히로시 2015; 백승수, 2017에서
재인용).
교양교육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근본정신은 자유로운 지성이며 인성의 함양이고 역량의
체화라고 할 수 있으며, 교양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정신을 위해,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 무엇보다
도 강하고 창조적이며 자유로운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직업과 경력이라는 필수 불가결의 요건을 뛰어넘
어 폭넓고 깊게 사고하도록 돕는 것’이다(데제저위츠, 2015; 백승수, 2017에서 재인용). 즉 자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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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교육 그리고 일반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수렴하는 교양교육은 인성과 지성과 역량을 내면화하는
보편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1.2. 교양교육의 현대적 의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서 “교양기초교육이란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능력의 함양을 포함해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라고 정의하였다.(대학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2016). 그리고 교양교육의
목표로 평생학습을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 비판적 사고능력 및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공동체의식 및 시민정신
함양, 심미적 공감능력 함양 등을 설정하였다.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이란 각 계열별 전공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세계와 인간에 대해 균형 잡힌
안목과 통찰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이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역시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절절히 맞추고, 사회의 변화에도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이 결정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과 수준, 관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무엇을 고려하고,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제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인격체가 지녀야 할 품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 정보화 사회에 요청되는 판단력과 도덕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
나아가 교양교육은 제반 학문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일깨우고 자기 표현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계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최화숙, 2016).
그렇다면, 일반대학교육과정에서의 교양교육이 전문대학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전문대학은 교
양교육의 취지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
최윤경(2017)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골고루 갖춘 직무적합성 높
은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하에 다양한 개인별 특성⋅시간적⋅물리적⋅사회 환경적 요구조건 등의 다양한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초점을 맞춘 전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직업, 10년 후에도 살아남는 직업 고르기
노하우’(2015년 1월 5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로봇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교사, 목수가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으로 꼽혔고,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의 필요조건으로는 ‘생각하는 기술’이 지목됐다. 즉, 뭔가 재미있
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종합적, 창조적 사고방
식이 자신의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꼽힌 것이다. 더불어 미래에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큐레이션 능력'과 정보의 홍수에서 필요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처리
능력’, ‘가상환경(virtual environments)’을 다루는 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 미래에 살아남는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6)
결국, 미래사회는 암기 위주의 기계적인 사고가 아니라, 창조적인 사고 능력을 소유한 인간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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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미래교육은 사고 영역의 향상교육을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미래직업인들에게 교양교육의 의미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학교육은 일반대학이건 전문대학이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전문인
혹은 전문직업인 양성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양교육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을 진단하고, 신성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2.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진단 및 신성대학교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현황
2.2.1.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진단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위기와 기회 속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일부 전문대학은 교육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산학 연계 활성화, 현장 직무 중심 교유과정 개발 등 도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구체적인 결과물 중 하나가 전문대학의 현실에 맞게 고안된 NCS(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교육과정일 것이다(박철민, 2019).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골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습자
개인별 특성, 시간적⋅물리적 조건, 산업체 요구 등 다양한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하지만, 짧은
교육연한의 문제로 전공에 초점을 맞춘 전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최윤경, 2017).
전문대학 가운데 교양전담기구가 설치된 대학은 과연 몇이나 될까? 주현재 삼육보건대학교 교수학습
개발센터장이 2013년 신입생을 모집한 전문대학 139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15개 전문대학만
이 교양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현재, 2013). 하지만 이후에도 전문대학 내의 사정
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도리어 재정 악화로 인하여 그나마 교양과를 운영해왔던 대학들 중에는 폐과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필요하다면 전문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어떠한 내용과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NCS 기반 교육과정과 직업기초능력을 위주로 한 교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란 직업기초능력과 동일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
서부터 전문대학 역시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직업기초능력의 틀을 벗어나 전인적
교육의 성격으로 교양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과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과 더불어 각 대학의 개성에 맞게 재편한 교양교과를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6)

동아닷컴 온라인 뉴스팀 star@donga.com,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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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내부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대학 평가에
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교양교육에 포함시키면서, 전문대학들이 NCS 기반 교육과정이나 직업기초능력
에 기대어 교양교과를 운영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전문대학에서는 나름의 교양교육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대학의 특성과 직업기초능력,
융합 교과 등으로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각 대학 구성원의 역량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전문대학 전체가 고등직업교육에서의 교양교육을 함께 논의한 결과는 아니다. 개인의 역량에
기댄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한편 NCS 기반
교육과정도 현재 가이드라인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전문대학 교양교육은 어떤 이유에서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한국대학신문, 2018).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전문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에 발맞추어 신성대학교는 현 NCS 기반 교육과정을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 중에 있다.

2.2.2. 신성대학교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현황
신성대학교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핵심인재(역량)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6대 핵심역량을 도출해 내었다. SU-CHANE 핵심역량인증제도는 핵심역량 기반 교과-비교과 활동
을 바탕으로 신성대학교의 6대 핵심역량을 내면화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기술인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 교양과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임을 증명해 내기 위해 전공-교양-비교과 활동에
대해 핵심역량의 체화 수준을 진단⋅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핵심역량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습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핵심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비교과 교육품질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이다.
신성대학교의 설립목적 및 인재상에 따라 도출된 6대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실무전문성, 자기주도, 창의
융합, 글로벌, 헌신 등이다.
현재 신성대학교에 개설된 학과는 총 46개이고, 교양교육과정은 전문학부(주간), 간호학과, 산업체위
탁 교양으로 나누어 총 64개 교과목으로 편성⋅운영 중이다.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에 따르면, 교양교육 영역은 세 개의 영역 즉,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
육 등이다.
예비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성대는 한국기초교양교육원에서 제시한 세 개의 교양교육 영역
을 학교 특성에 맞추어 기초교양, 심화교양 소양교육, 실용교양 등 네 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 표는 교양교육과정 가운데 전문학부(주간)에서 운영 중인 교양 교과목을 기초교양, 심화교양,
소양교육, 실용교양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신성 6대 핵심역량의 하위 역량 12개로 맵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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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EST 핵심역량-교양교육과정 전문학부(주간) 교과목 매핑>
분류(영역)

기초교양
(B)

심화교양
(E)

소양교육

실용교양

과목명

과목설명

기초 화학 연습

기초과학

기초수학

수리능력

직업기초능력
O

핵심역량

기타

전문지식활용

일반

전문지식활용

학과

기초영어회화

어학

글로벌민감성

일반

미용글로벌 회화

어학

글로벌민감성

일반

영어회화

어학

글로벌민감성

일반

초급영어

어학

글로벌민감성

일반

우리말과 글쓰기

의사소통능력

O

자기계발능력

학과

컴퓨터 활용

정보능력

O

전문지식활용

학과

컴퓨터 활용

정보능력

전문지식활용

일반

소믈리에

예체능

자기계발능력

일반

세계 음식과 문화

인문사회

문화포용력

일반

공통교양

시사 교양

인문사회

공통교양

종합적사고력

일반

심리학 개론

인문사회

공통교양

종합적사고력

일반

음악이야기

인문사회

공통교양

전문지식활용

일반

차이나는 CHINA(중국문화와 언어)

인문사회

공통교양

문화포용력

일반

심리학 개론

인문사회

전공심화

종합적사고력

일반

국가안보론

인문사회

공동체의식

일반

글로벌 시대와 미래

인문사회

문화포용력

일반

상담과 이론실제

인문사회

종합적사고력

일반

인문학

인문사회

종합적사고력

일반

전쟁사

인문사회

전문적지식활용

일반

스포츠윤리

직업윤리

O

대인관계

학과

인성계발

직업윤리

O

대인관계

학과

직업윤리

직업윤리

O

대인관계

학과

태권도경호윤리

직업윤리

O

대인관계

학과

직장매너와 CS

대인관계능력

O

대인관계

학과

골프1

예체능

자기계발능력

일반

골프2

예체능

자기계발능력

일반

레크리에이션

예체능

자기계발능력

일반

생활체육

예체능

자기계발능력

일반

스포츠댄스

예체능

자기계발능력

일반

운동과 생활건강

예체능

자기계발능력

일반

리더십

인문사회

사회봉사

직업윤리

제철산업 창업과 경영실무

인문사회

O

공감능력

일반

공동체의식

학과

전문지식활용

일반

전산실무

정보능력

O

전문지식활용

학과

컴퓨터 실무

정보능력

공통교양

전문지식활용

일반

전산실무

정보능력

전문지식활용

일반

경영관리

조직이해능력

O

공감능력

학과

태권도 창업과 경영

조직이해능력

O

전문지식활용

학과

캡스톤 디자인 Ⅰ

창의교양

1학기

전문지식활용

학과

캡스톤 디자인 Ⅱ

창의교양

2학기

전문지식활용

학과

전기⋅자동차 융합회로

창의융합

전공

전문지식활용

공통

3D프린팅

창의융합

전문지식활용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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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성대 교양교육과정 교과목은 크게 네 개의 영역 즉, 기초교양영역에
9개, 심화교양영역에 16개, 소양교육영역에 9개, 실용교양영역에 10개 등 비교적 고른 영역의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신성대학교가 기르고자 하는 인재
상에 맞는 6대 핵심역량이 골고루 키워질 수 있도록 교과목 명세서 작성 시 강의계획안에 주역량 1개,
부역량 2개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1997년부터 DeCeCo(Defining & Selecting Key Competency)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개인이나 사회에 가치 있고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역량
(Key Competency)’을 선정하였다. DeCeCo 프로젝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은 변화하는 기술에
숙달하고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의 참여를 통해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김기헌 외, 2008; 손정은,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 총론에서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역량 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이 여섯 가지 역량은 초등⋅중등교육과정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초등⋅중등교육과정에서 길러진 역량은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전의 교육과정이 초등, 중등, 고등 단계 수준으로 분절된 특성을 지녔다면, 고교학
점제와 같은 제도 등으로 볼 때 이제 초등-중등-고등교육과정의 연계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이것이 바로
교육과정의 혁신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문대라는 특성으로 자칫 교양교과목이 전공역량의 보조 역할로만 치우칠 수 있지만, 신성대는 교육
법상에 나타난 대학교육의 목적인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교육학용어사전, 1995)에 도달하
고자 전인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은 물론 초등⋅중등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고등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DeCeCo 프로젝트에서 선정한 핵심역량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명시된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고등교육의
선도적 역할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3. 결론 :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전문대학 학생들은 졸업연한이 일반 4년제 대학에 비해 짧기 때문에 졸업이수 학점을 채우기 위해
숨 돌릴 시간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낸다.
고등교육과정 개선 취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학점이 줄었지만, 학생들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래서 대학마다 ‘졸업인증제’니, ‘○○인재인증제’니 하는 제도를 통해 비교과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내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은 취업 시 반영되는 이력관리를 위해 비교과 활동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전문대학 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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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을 쓰고 학점 관리를 해야 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마일리지나 등가학점으로 매겨져 학업 성적과는
무관하지만 취업 시, 가산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전문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전공교과의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다 보니, 교양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의 관심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교양교육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전공과는
무관한 교과목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수업의 질이 전공교과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비교과 프로그램보다 수업의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양교육의 의미를 어원적,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였고,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 신성대학교 교양교육 운영 사례를 들어 혁신적인 교양교육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우선,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한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방안 모색을 위해 제기했던 문제 및 질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첫째, 교양교육의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교양교육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사전적 의미가 ‘경작하다’, ‘건설하다’라고 했을 때, 교양교육의 방향은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기르는 일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둘째, 오늘날 고등교육 즉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실을 직시했을 때, 교양교육의 참된 의미보
다는 전공교육과정의 상대적 의미 외에는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등교육, 특히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교과목 선정 시, 해당 교과목을 통해 예비 직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전공능력을 좀 더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던져져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과정은 초등 및 중등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역량은 고등교육과 무관하게 초⋅중등교육
과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속에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목적 및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사회인재로서 예비 직업인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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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의 현대적 의미와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혁신방안 모색”에 대해

윤성경(명지대)

1784년 증기기관차의 발명을 기점으로 기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에 이어 1969
년 컴퓨터의 보급으로 세계의 산업은 정보화 자동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세 번에 걸친 산업 전반의
획기적 변화는 약 30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류가 막연하게 상상해 왔던 미래사회 모습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동력이 되어 산업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 전반에 파격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생명과
기계의 경계, 실재와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역량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뜨겁습니다.
이제는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사회 인재역량인 창조적 문제해결역량과 협업능력을 기르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문대학 교양교육
의 혁신방안을 연구한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교양의 어원과 더불어 그리스의 자유교육, 독일의 도야교
육, 미국의 일반교육을 분석하고 교양교육의 현대적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오늘날 교양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인재가 갖추어야 할 소양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은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모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전문인 혹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이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요인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신성대학교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사례를 분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습니다. 짧은 수업 연한으로 인한 전공 위주의 수업, 재정 악화로 그나마
있던 교양과가 없어지는 현상, 직업기초능력의 틀에서 교양교육이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문대학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ncs기반 교육과정을
교양교육에 포함시키면서 전인적 교육이라는 교양교육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ncs 기반 교육
과정을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있는 신성대학교 사례는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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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성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능한 직업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핵심인재역량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전공-교양-비교과 활동에 대해 핵심역
량의 체화 수준을 진단 평가하는 점,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습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교과-비교과 교육품질을 관리하는 점 그리고 교양교육이 전공과 비교과활동과의 연계성
을 구축하며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동인이 될 수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취업을 위한 부가적 과정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입장에서 인증제 방식은 교양교육 운영
관리 및 성과의 지표로 자료화하기 적합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수동적 참여를 완곡하게 강요하는 장치로
전락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운영은 교양교육의 기본적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생들이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과중심 과정 운영보다 운영과정의 내실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양교
육은 특히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성대학
교 핵심역량 인증제가 다른 대학의 인증제와 차별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컨텐츠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운영되
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증제가 오히려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해
지나치게 피로한 학생들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 함께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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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시대 변화와 교양교육의 책무

●

세션 2-1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한 사회 이슈와 창의적 문제해결
- 한성대학교 ‘상상력 이노베이터’ 교과목 개편 사례

/ 이지영⋅신영헌

●

세션 2-2 평생학습시대 코로나 19 이후 교양교육 방법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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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한 사회 이슈와 창의적 문제해결
- 한성대학교 ‘상상력 이노베이터’ 교과목 개편 사례

이지영⋅신영헌(한성대)

1. 서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대학은 창의융합 역량의 기조 아래 교양교육 역시
창의융합교육 계발 및 개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의성 교육, 캡스톤, 디지인 씽킹 등 다양한
교과목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정연재, 2018), 많은
과목들이 공학, 디자인, 예술과 같이 새로운 제품이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방향의 창의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이화선, 2017; 최인수, 이화선, 이건희, 김선진, 2012), 사회 문화 영향을 다룬 정책적, 사회학
적 창의융합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교과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김정연, 태진미, 2017).
이에 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대학에서는 인문사회학적 창의융합역량 계발을 목적으로 사회학적 상상
력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목인 ‘상상력 이노베이터’ 수업을 개설, 개편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상력 이노베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과학이슈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경영,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여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을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 스스로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PBL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제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창의융합역량 계발에 힘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력 이노베이터 교과목의 목적, 운영 방법, 학생들 사례 등을 소개하고, 수업의
장점과 가능성을 비롯하여 한계점 및 보완점을 논의함으로써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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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대학교양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 방향과 상상력 이노베이터
이화선과 최인수(2014)는 창의성 교육 방향에 대한 다년간의 현황 분석과 내용 분석을 근거로 앞으로
의 창의성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성을 다섯가지로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자아실현적 측면
의 창의성 교육’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잠재력을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삶의 성찰을 통해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확산적 사고의 훈련을 넘어선 문제해결적 훈련인 인지적
측면의 훈련과 성향적, 동기적 요소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셋째는 융복합적, 통합적 창의성 교육과정
의 강조이다. 창의성은 그 개념 자체가 새롭고도 유용한 것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인문, 사회, 자연, 예술을
비롯한 첨단기술까지의 융복합적, 다학문적 결합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문제해결을 가져 올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인성적 교육과의 결합이다. 창의적 산물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인류에 구원이
되기도 하고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상 창조적 과정에서의 도덕성, 윤리적 책임감 등
윤리성의 강조는 창의성 교육에서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섯 번째는 한국적 창의성의 정립과
적용이다. 창의성은 사회, 문화 속에서 정의되고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창의성 연구의 발전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져 있어
한국에서 창의성을 적용하여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요구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창의성 교육의 본질이 창의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발휘할 한국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학습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에 ‘상상력 이노베이터’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한 사회이슈와 창의적 문제해결을 결합함으로써
창의성 교육 방향의 다섯 가지 제안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교과목이 어떠한 측면에서
새로운 창의성 교육을 제안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사회 이슈와 창의성을 결합한 상상력 이노베이터
창의성 교육은 교수자와 교과목의 목적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창의성 이론,
창의적 인물,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산물, 창의적 환경의 내용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최인수 등, 2012;
Montgomery 등, 1992). 상상력 이노베이터는 ‘사회이슈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의 수업목표 아래
창의성 교육의 5개 방향성과 창의성 교육의 5개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실행하였다.
특히 상상력 이노베이터는 기존 교양교과목에서 분리되어 개설되었던 사회 이슈 교육과 창의성 교육
을 결합하여 새로운 교과목을 제안하고 하였다. 미래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
을 가지고 여러 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메가트렌드와 미래디자인’, ‘CSI: 영화를 통해 본
과학-사회적 쟁점’ 등의 다채로운 사회 이슈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갖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들을 논의함으로써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사회 이슈를 다루는 많은 수업들은 특정 전공을 중심(IT, 빅데이
타, 디자인, 건축 등)으로 관련 트랜드를 학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더욱이 짧은 시간에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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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트랜드를 읽기에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어 교수자를 중심으로 한 강의 위주의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회이슈 자체가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범위로 인한
한계 설정의 어려움, 학생들의 준비도에서의 차이, 강의위주의 수업방식 등으로 다채로운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해 융합적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이슈 수업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한성대 교양대학에서는 기존에 단대별 특수성을 반영하
여 사회이슈를 다루고 있던 ‘상상력 이노베이터’ 수업에 창의성이라는 포괄적 개념(umbrella concept)
을 도입하여 사회 이슈와 창의성 교육을 결함하여 교과목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창의성 교육에 사회이슈
를 도입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다.
첫째, 창의성 교육에서 여러차례 언급되어 온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킬 수 있다.
4차 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과 맞서야 하는 인간 존재에게 왜 창의성이 필요한지, 그리고 창의성이
발휘되어온 영역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둘째, 사회이슈에 대한 다각도의 토론을 통해 나와 무관하게 보였던 사회이슈가
왜 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예; 코로나의 발생과 나의 삶,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를 이해함으로
써 사회와 나,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해 자아실현적 창의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창의적 산물이 공학적, 예술적 산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하 사회이슈에
도 적용됨을 학습함으로써 창의성에 대한 한정된 이해와 오해를 버리게 하여 창의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학습하게 한다. 넷째, 기존의 창의성 교육에서 학습해왔던 창의적 인물을 분석함에 있어 ‘사회이슈
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창의적 인물’을 선정하여 4P(person, process, place, product)를 함께 해봄으로
써 어떠한 목적과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의적으로 해결했는지를 학습한다. 자본주의 문제를 ‘기생
충’ 영화로 표현한 ‘봉준호 감독’, 위안부 문제를 역발상적 접근으로 온라인 게임으로 해결한 사회적
기업 ‘겜브릿지 스튜디오’, 지역활성화 문제를 요리와 방송으로 보여준 ‘백종원 요리사업가’, 세대 차이
극복 문제를 유튜버로 보여준 ‘박막례 할머니’ 등을 분석함으로써 창의성 발현에서의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성을 배우게 한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에서는 교수자에게 강의위주로
들었던 사회이슈를 학생들이 조별 토론과 논의를 통해 사회이슈 주제를 선정하고 브레인스토밍, CPS
등의 방법론을 통해 다각도의 창의적 문제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학생중심의 PBL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간고사 이후 수업시간에 실습시간을 확보하여 교수자가 조별로 개별 코칭함으로써
창의융합적 관점으로 문제해결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장점을 구현하기 위해 상상력 이노베이터 수업은 15주 기준 5개 부분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목의 수업 내용은 창의성 교육의 5개 방향성 및 창의성 교육의 5개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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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상력 이노베이터 교과목과 창의성 교육 방향 및 교육 내용 간의 관계

2.3. 상상력 이노베이터 수업 내용과 우수 사례
본 교과목의 1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이슈’라는 주제 아래, 우리 각자가 왜 사회이슈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학습한 뒤, 1차부터 4차 산업혁명의 사회변화가 사회문화적으로 미친 영향력을
역사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1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된 붉은 깃발법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의미, 아동노동 착취와 우리의 지금 세계에서의 계층의 문제 등을 연결지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과 이것이 파생하는 사회 이슈들
을 논의하며,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제, 문화, 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최대한 많은
이슈를 작성하고 찾아보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
명 이슈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를 논의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왜 창의성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에 대한 토론을 통해 창의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한다.

<그림 2> 상상력 이노베이터 1부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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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창의성의 정의를 비롯하여 4P의 개념을 2-3주 간에 걸쳐 학습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창의성을 개념을 어떻게 사회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활용할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제공하여 PBL을 실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게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의 ‘어뮤즈 트래블’, 버려지는 껌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 국제사회 문제를
게임으로 알린 겜브릿지 스튜디오 등을 소개하여 사회이슈를 해결하는데 창의성이 주요한 역량임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2020년도 1학기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수업에서는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개인적, 기업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사회이슈
와 창의적 문제해결 간의 강력한 연결성을 학습하였다.
3부에서는 창의성 이론 수업의 확장으로 4P의 구성요소에 대한 각각의 이론을 학습하고 구체적으로
사회이슈를 해결한 창의적 인물을 4P로 분석하여 소개한다. <그림 3>은 2019년도 2학기 사회이슈를
해결한 창의적 인물로 학생들이 선정하여 분석한 PBL 주제 목록으로 학생들의 발표들을 수업에서 소개함
으로써 어떻게 PBL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 라
인을 제시해준다.
4부에서는 사회이슈의 창의적 문제해결 또는 사회이슈와 관련 창의적 인물의 4P 분석 중 한 개를
조별로 택하여 PBL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3주간의 개별 조별 실습
시간에 매주 일지를 쓰게하여 자신이 조별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기여했으며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게
하고, 교수자에게 창의적 작업을 할 때 경험하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하여 지지적이고
지원적인 창의적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 3주 간의 개별 코칭 시간이 있어 수업시간 내에 의무적인 1회
코칭을 조별 작업 진도에 따라 수행하고, 협력정도 등 관찰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림 3> 상상력 이노베이터 3부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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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상력 이노베이터 4부의 주요 내용

<그림 5> 상상력 이노베이터 5부의 조별 발표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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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5부는 PBL 활동을 발표하는 것이다. PBL 발표는 교수자가 발표주제에 대한 소개 및 가진
의미를 소개하고, 조별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는 15분 안팎으로 구성되며, 발표에 대해 학생들은 Q&A를
하며 마무리된다. Q&A는 보너스 점수로 구성하여 활발한 토론을 이끌게 하였다. 2019년도 최종 발표
주제는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6> 사회이슈의 창의적 문제해결의 2019년도 2학기 주제 예시

3. 결론
상상력 이노베이터는 전공 진입 후 전공차원에서 창의융합역량을 발휘하기 이전에 폭넓으며 다양한
시각으로 창의성을 바라보고 학습하기 위해 교양교육차원에서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특히 이는 사회이슈와 창의성 교육을 접목하여 왜 지금 우리 시대에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창의성을
어떻게 사회정책적으로 발휘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창의성에
대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상력 이노베이터는 사회적 이슈와 창의적
교육을 결합한 그 자체가 창의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기존의 창의성 연구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온 창의성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창의성의 가치와 관련된 인성적 교육,
그리고 융합적 교육의 측면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본 교과
목은 3주간의 실습시간을 코칭함으로써 PBL을 실천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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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함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공자가 아닌 교수자가 사회이슈를
어느정도까지 이해하여 학습시킬 수 있을까? 사회이슈의 범위와 주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있으며, 수업 운영적인 면에서도 4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10여개의 팀을 PBL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3주간의 개별 코칭 횟수에 대한 문제, PBL 발표 수준에 대한 난이도 보장,
팀간 평가와 팀내 동료 평가 간의 가중치 문제 등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2020년
역사적이며 세계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 시점에 한국이 보인 K방역의 산물을 보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이러한 훌륭한 대처가 창의교육의 결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러한 사명감
을 가지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해 이 교과목 또한 더욱 발전시켜 볼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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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한 사회 이슈와 창의적 문제해결 - 한성대학교
‘상상력 이노베이터’ 교과목 개편 사례” 논평문

현남숙(한성대학교)

이지영, 신영헌 선생님의 발표문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교과목인 <상상력 이노
베이터>의 목적⋅운영⋅방법⋅학생들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논평자가 보기에 <상상력이노베이터>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창의융합역량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 (2) 수업방법 면에서 PBL을 활용한다는 것, (3) 활동주제 면에서 4차 산업혁명
과 관련된 사회이슈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개발하고 협력학습을 도모한
다는 점에서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토론자는 위 세 가지 특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창의융합 역량 관련하여, <상상력이노베이터>는 “인문사회학적 창의융합역량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인데, 발표문의 내용은 대부분 창의성에 관한 것이라 융합적 측면을 수업에서 어떻게 담아내
는지 궁금합니다.
“상상력 이노베이터는 전공 진입 후 전공차원에서 창의융합역량을 발휘하기 이전에 폭넓으며 다양한
시각으로 창의성을 바라보고 학습하기 위해 교양교육차원에서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는 구절을 보건데, 전공과 같은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인 창의성이 아닌 영역 일반적
(domain-general) 창의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범교과적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현하는지요?
발표평가 루브빅에서 창의성 관련 항목에 ‘창의성’ 이외에 ‘실현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상력의
‘실현가능성’ 조건이 혹여 사회적 상상력의 발상을 가로막지는 않는지요? 즉, ‘소셜 픽션(social fiction)’
은 당장 실현가능성이 낮아도 근본적 목표를 먼저 정하고 장기적으로 현실의 장애를 극복해가는 역방향
기획(backward planning)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요?
(2) PBL 수업과 관련하여, 3주동안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3주안에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완수하
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이 경우 융합적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예를 들어, 융합수업의 경우
학문영역별/역할별 전문가회의(JIGSAW)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상상력이노베이터>의 경우 PBL
수업을 융합적 측면에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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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산업혁명과 사회이슈’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기말 발표주제에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주제들도 있는데, 주제 해석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요? 또한, 대부분 주제중심(예:
“세대격차 좁히기”)이지만 일부 창의적 인물분석(예: “백종원과 지역경제활성화”)도 섞여 있는데, 전자의
경우 창의적 문제해결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창의융합 교양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어떻게 수업을 구성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교과목의 선례가 적은 상황에서 좋은 수업모델을 소개해 주어 감사드리며,
위와 같은 몇 가지 질문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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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시대 코로나 19 이후 교양교육 방법 탐색

윤옥한(국민대)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은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되었다.
2019년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다. 사스와 메르스처럼 코로나바이러스의 보고
되지 않은 종에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최초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WHO가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 독감 사태와 2009년 6월 H1N1 등 두 번뿐이
다. 특히 2009년 팬데믹 선포의 경우 H1N1 확산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이에 WHO가 백신을
파는 거대 제약회사 이익을 도왔다는 비판이 거셌다.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리가 당분간 전 세계에서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종 사재기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http://www. donga. com/ news. 2020.03.20.일
인출).
코로나 19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가와 국가 간 단절, 대륙과
대륙의 단절, 특정 지역과 지역 간 단절, 소통과 연결 자체가 위험인 시대로 변하였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비대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통적 기반의 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교육은 비대면
수업(사이버 강의)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것이며, 산업분야에서는 재택 근무가 활성화 될 것이다. 2020년
을 지나면 2021년 코로나 사태가 안정권에 들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력과 조직 구조의 변화를 혁신적
으로 바꿀 것이며, 개인의 일자리, 산업의 형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양교육은 이러한 엄청난 시대변화 가운데서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 사회에서 코로나 19 이후 교양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여 올바른 교양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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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학습시대 교양교육
미래 사회는 학위가 자신의 인생과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 이른바 평생학습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고등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는 시점에서 대학교육은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재정의되고 재편성될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교양교육은 평생교육의 토대로서 지속적인 학습
촉진과 경험 형성을 위한 계기를 제공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게 되었다(정연재, 2020).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양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교양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역설하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교양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한국 대학 교양교육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는 교양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교양교육과정의 영역구성의 목표와 원리는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영역 내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은 영역의 교육목표에 부합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교양교육과정 이수시스템은 교양교육의 목적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정당화가 요청
된다(백승수, 2019; 김현정, 2017). 앞서 언급한 이러한 관점에서 평생학습 사회에서 교양교육은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조상식, 2016; 최동선, 임헌, 최수정, 정진철,
2011; 임헌, 이수정, 윤형한, 정혜령, 2017).

3. 코로나 19 이후 교양교육 방향 탐색
코로나 이후 공통필수 교양교과목으로 3학과 4과 중심보다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
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초연결, 융복합)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
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서 축적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초연결, 융복합 함으로써 인류의 진보와 혁신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소프트 파워’를 갖추기 위한 인문 교양교육이 필요하다. 소프트 파워란 교육⋅문화⋅
과학⋅기술 등 인간의 이성 및 감성적 능력을 포함하는 문화적 힘을 의미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술, 지식, 제품과 연계⋅융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교양과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바로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강소연, 조형희; 2018; 강철승, 2017; .김치헌,
2017; .김현정, 2017).
2016년 11월에 한국교양교육학회⋅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공동으로 개
최한 학술대회 주제 역시 ‘대학 교양교육과 과학기술의 소통’이었다.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국회 제4차 산업혁명 공동 포럼의 세부 10개 주제들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VR, 국가 R&D, 미래바이오
산업 등 과학기술이나 산업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과학교양교육이 새롭게 부상되었다(최현목, 2016; 한양교육학회⋅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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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 공통필수 교양교과목
중 하나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교양교육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설계전문가 중 한 사람인
Reigeluth-Merill은 교수설계 변인으로 교수 조건 변인, 교수 방법 변인, 교수 결과 변인 3가지를 제시했
다(여상희, 2019). 이 중 교수 설계할 때 교수 결과 변인으로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이 있다. 효과성이란
수업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이며, 효율성이란 수업목표를 달성할 때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여 달성하는
것이며, 매력성이란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에 몰입하고 재미있게 하는가에 해당 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세 가지 결과 변인을 만족시켜 주면 된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에서 거의 대부분 만족을 시키기 어렵다.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머니즘이 주도하는 엄청난 변화속에서 대학의 가치와 이념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책임이 교양교육에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교수에서 학습으로,
교과과정중심 학습에서 프로젝트중심 학습으로, 일방적 지식전수교육에서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상호학
습으로, 단기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일원화된 교실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강소연,
조형희; 2018; 김현정, 2017; 정연재, 2020).
미래의 교육 방향은 강의식 보다 토의식 수업, 문제해결식 수업이 효과적이다.(이영재, 2020; Lee,
Yujin, Capraro, Robert M. Capraro, Mary M. Barroso, Luciana R. Rugh, Michael, 2019).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는데 문제해결을 과거의 방식 틀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거의 대부부의 학교가
거의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한 달 수업을 운영하려고 한다. 다양성의 시대에 천편일률적이다. 물론
온라인 수업(가상대학)에서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팀 과제, 토의, 동영상, 퀴즈, 문제해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답 인가? 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비 대면 수업도 다양한 방식, 융복합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4. 결론
코로나 19로 인한 엄청난 사회 변화의 기로에 선 교양교육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교양교욱의 방향을 탐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금은 산업사회가 아니다. 이러한 시대
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다양성이다. 그러므로 교육방식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틀에 맞추어 똑 같은 인재를 육성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미래 인재육성의 기본 방향은
문제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말하면서 왜 실천이 되지 않는가? 교육에서도 이 좋은 기회에 다시 산업사회 틀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이다.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보아야 한다. 눈 앞의 파도 보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그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잘 타고 가야 할지 고민할 시기이다. 바람을 잘 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둘째, 다양한 융복합 교육방식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이후 세상을 뉴노멀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에 온라인 강의는 일상화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기회를 잘 활용할 때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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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시대 코로나 19 이후 교양교육 방법 탐색”에 대해

주소영(인하대)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대표적 감염병으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이하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전염력이 강하고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
고 있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본 글은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교육의
방향을 교양교육을 기반으로 탐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속에 그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대학들이 상황이 점차 안정되던
5월부터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실험, 실습, 실기 과목을 중심으로 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연휴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재확산 되며 상당수 대학이 일부 진행하던 대면
강의를 중단하고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를 검토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의 안전과 더불어 교육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강의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나, 일부 강사
및 교수진이 무성의하게 수업을 진행하거나 과제 제출을 높여 학생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깊이 있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입니다. 또한, 다수의 학생이 강의 접속과 시험 응시 등에서 최적의 교육 서비스
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 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재 급변화되며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발표자가
느끼는 위기와 그 대응에 대해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두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발표자와 같이 방향 탐색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는 앞으로 교양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디지
털 리터러시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생존능력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 직접 디지털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갖추며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소양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디지털리터
러시교육협회가 최근에 생기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수자 양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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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발표자는 비대면수업에서 다양한 융복합 교육방식의 활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각 대학은 준비하였던 수업계획서를 수정하여 ZOOM, YouTube, Collab 등 과목별
통일되지 않은 온라인 학습환경과 수업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
서 토론수업, 문제중심학습, 플립러닝 등의 교수법 적용이 어려워 대면 수업에 비해 학습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기에는 시스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역시 문제입니다. 이에 앞으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융복합 교육방식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여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을 정리하며,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이지만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전화위
복의 기회로 삼고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를 앞으로 다시 접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교육 경쟁력을 갖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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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시대 자기주도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교과목 운영 사례연구
- 연세대학교 ‘학생자율연구’ 강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권진희⋅이주영⋅지용승⋅한봉환(연세대)

1. 서론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융합과 혁신이 이루어
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전 생애에 걸쳐 잠재력 개발이 요구되는 평생학습시대에 살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대학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교수학습
시스템 등 교육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양교육은 평생학습 시대의 인재 양성의 기초가
되는 교육영역으로 교양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적 인간상의 모색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능력의
배양, 고차원적인 사고능력,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창의력, 소통과 공동체 상생의 역량을 함양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조헌국, 2017; 민춘기, 2018). 특히,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평생학습
과 생애진로개발의 기초역량이자 사회 발전의 토대로 여겨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은 평생학습시대 핵심기초역량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함양하고자 ‘학생자율연
구’ 강좌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2019년 2학기에 처음 운영한 ‘학생자율연구’ 강좌는 학생들이
교수의 안내를 토대로 스스로 학습목표를 수립하고 학습내용과 방법을 선정하며 구체적인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을 실천해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을 경험하고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학습성과발표회, 교수자 의견조사 등을
토대로 학생자율연구 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습득한 역량과 강좌의 교육적 성과,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과 교과목
운영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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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도학습’ 능력 배양을 위한 교과목 운영 동향
‘자기주도학습’은 초기에 ‘타인의 조력 여부와 관계없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
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실행할 뿐 아니라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주도권을 갖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Knowles, 1975). 이후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은 기술적 혹은 교수학습전략 차원을 넘어 학습자 ‘주체성의 신장’과 ‘학습의 확장’
이라는 교육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Brookfield, 1985; Candy, 1995). 자기주도
학습은 인성적 측면에서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의미하며, 절차나 방법적 측면에서는 ‘학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라는 의미를, 사회적 차원에서는 ‘학습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Gibbons, 2002).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적절한 수업설계와 지도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소경희, 1998). 대학교육에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의 계발은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형성하고(‘학습자의 학습요구 규명’, ‘과제
설계에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탐색적 탐구’ 촉진), ‘학생의 학습관리 및 모니터링 능력’을 계발하며(교수의
모니터링과 적시지도’, ‘학생의 셀프모니터링 지원’), ‘학습의 확장’(‘학습에 대한 성찰’과 ‘대학 안팎의 배움을
연계⋅통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Tan, 2015). Gibbons(2002)는 자기주도
성의 정도에 따라 ‘Incidental Self-directed Learning’, ‘Self-managed Learning’, ‘Self-planned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음을 제시하여 학생 특성이나 교과의
성격에 따라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Gibbons, 2002).1)
최근 지식정보화 및 4차산업혁명의 흐름 등으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육(teaching)’ 중심에서
‘학습’(learning)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학들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해나가고 있다.2) 국내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선도적인 대학들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2003년에 처음 시행
한 ‘학생참여연구’ 프로그램을 토대로 2007년 2학기부터 기초교육원을 통해 ‘학생자율연구’3)라는 교양교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이희원⋅신의항, 2010). 이 교과목은 학부생들에게 전공분야를 초월하여
관심주제를 독창적으로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한, 아주대학교는 학생주도
교과목을 ‘학기’나 ‘교육과정트랙’으로 연계하여 교육과정의 차원으로 확장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전학기제’, 한양대학교의 ‘프로젝트학기’ 등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배양하
기 위한 교육과정의 형태로 볼 수 있다(허지숙, 2018).
외국의 경우에는 ‘독립연구’(Independent study), ‘학생주도연구/교과목’(Student Initiated
Research/Course),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 등의 이름으로 학생주도적 교과목을 운영하

1)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에 따라 교수자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교수자는 학생이 관심이나 흥미를 가진 상태에서는 동기유발자⋅안
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나 몰입의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촉진자’, 자기주도적 학습의 단계에 있을 때는 ‘컨설턴트’로서 학생의
연구나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Grow, 1991).

2)

미국의 대학협의체인 AAC&U(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 Universities)는 교양교육이 학생들이 평생학습과 시민참
여, 자아실현을 위한 준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학생의 성장에 영향력이 있는 ‘high impact practices’의
하나로서 학생이 주도하는 ‘학부생연구(undergraduate study)’를 제시한 바 있다.

3)

학생자율연구는 학부생이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주제, 시사적인 문제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창의적인 연구물을 생산하고 교양강의 2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이다(http://sde.snu.ac.kr/bbs/content.php?co_id=r
esearch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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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버클리대학교의 ‘학부생연구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사회문제연
구인턴십’, 브라운대학교의 ‘독립연구 프로젝트’(Independent Study Project, Group Independent
Project), 버지니아대학교의 ‘Capstone Engineering Project’, 올린공대의 ‘Student-oriented
Course Design’, 스탠포드대학교의 ‘Independent Study Courses’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김지현⋅
신의항, 2017).

3. ‘학생자율연구’ 교과목 운영 개요
연세대학교에서도 대학의 교육가치를 실현하고 인재상에 기반한 특화교육과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학생 주도형 교과목인 ‘학생자율연구’ 과목을 개발하여 학부대학에 개설하였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학습
자로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학습요구 규명을 통해 스스로 탐구주제를 정하고 개인별 혹은 팀별 활동과
교수의 지도를 바탕으로 학습결과물을 도출해내도록 구성되었다. 자기 스스로 학습목표를 수립하고 학습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등 학습과정 전반을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주체적인 학습자로의 전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학생자율연구 총 6개 분반 중 2개 분반은 교수자에 의해 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나머지 4개 분반은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하도록 한 4개 분반의 운영 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RC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캠퍼스에 개설하였으며 따라서 수강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는 총 54명 중 1학년 학생이 49명, 2학년이 4명, 4학년 학생이 1명이었다. 또한
10개의 단과대학 학생들이 수강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팀당 1~5명으로
구성되어 24개의 팀이 만들어졌는데 팀별 탐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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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생자율연구 수업 중 팀별 주제
팀

주제

팀원(명)

1

성공가들의 공통점: GRIT, 한국형 GRIT 어떤 모습일까 ?

2

2

발표가로 성장하기

1

3

디즈니 영화 속 사회문화 탐구

1

4

죽음에 대한 정리

1

5

Talk like ENGLISH

1

6

데카르트와 세상 읽기: 세상 읽는 방법 탐구

1

7

Webticle Cell

1

8

Making Apps by JAVA

3

9

문학을 구하라

1

10

프로그래밍,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2

11

화성학 공부를 통한 재즈피아노 연주와 작곡

1

12

올바른 음주문화를 위한 숙취해소에 좋은 음식과 숙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

3

13

Living Lab

3

14

GMO 인식개선 프로젝트

2

15

물리이야기, 일상을 이해하는 기분

2

16

e-쾌적한 세상

3

17

Image Style Transfer

2

18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프로젝트

3

19

문학작품에서 교차하는 비평이론

4

20

멜랑콜리의 관점에서 본 “Devour Me, Colossus” 해석 연구

1

21

RC교육 활성화를 위한 Y-portfolio 제안

5

22

심화되어가는 젠트리페케이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3

23

KPOP in YOU

4

24

YONSEIPEDIA

3

개인별, 팀별 학습활동을 진행하고 매주 담당교수와 다른 팀의 학생들과 함께 탐구워크숍을 진행함으
로써 교수와 동료학생들로부터도 탐구 진행에 대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인
탐구결과는 분반별로 발표를 진행하여 공유하였으며, 아울러 전체 분반들이 함께 포스터 발표회를 개최하
여 다른 분반의 학습성과물도 공유할 수 있게 운영하였다.

4. 연구 결과
교과목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 전후 역량과 자기주도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강생 54명 중 51명의 학생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
고, 빈도 혹은 응답값으로 평가 분석하였다.

4.1. 학생설문조사: 역량 변화
학생 설문조사 결과, 16개 역량 중 대부분의 항목에서 4.0 이상의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그 중 ‘주도적

102

●

세션 2 시대 변화와 교양교육의 책무

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역량8)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기획부터 진행 및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수업 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프로젝
트 기획력’(역량1)과 팀원 간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소통 역량’(역량10)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창의적 사고력’(역량2)과 ‘리더십’(역량15)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추후
교과목 운영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역량
1

문항 구분
프로젝트 기획력

2

창의적 사고력

3

문제파악 및 해결 능력

4

지식 습득 및 학습의욕 고취

5

비판적 사고력 및 분석적 추론 능력

6

정보미디어기술 활용 능력

7

계획을 행동으로 추진하는 능력

8

주도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10 타인과의 소통 역량
11 타인에 대한 양보와 배려
12 책임감 및 윤리의식
13 도전 정신 및 혁신 역량
14 다양성에 대한 열린 가치관과 태도
15 리더십
그림 1. 학생자율연구 수업에 따른 역량의 향상

16 개방적, 통합적 사고

4.2. 학생설문조사: 자기주도성 변화
아울러 본 교과목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54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전⋅후 자기주도성을 측정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유귀옥(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이지혜(2017)의 대학생용 자기주
도성 측정도구를 토대로 설문을 구성하고, Gugliemlino(1977)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원 문항을 참고하
여 문항을 정교화하였다. 응답자 51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자기주도성 문항에서 수업 초기에
비해 학기 말에 상승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자율/책임 관련 영역에서 유의성을 보이며 두드러지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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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주도성 평가
문항
번호

영역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

긍정적인
자기평가

학습에
대한
개방성

자율
⋅
책임

세부 문항

응답 평균
(*p<0.05, **p<0.01)
수업전

수업후

Q1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항상 배우려고 한다.

4.18

4.43

카이제곱
8.9 *

Q2

나는 새롭게 무엇인가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4.12

4.41

6.1

Q3

나는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서 하루 24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3.18

3.37

3.0

Q4

나는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일을 즐긴다.

4.08

4.29

3.9

Q5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3.96

4.22

4.7

Q6

나는 무엇인가 배워 나갈수록 세상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느껴진다.

4.25

4.47

2.8

Q7

배우는 것이 즐겁다.

4.02

4.31

6.3

Q8

나는 내가 배워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

3.78

3.88

3.1

Q9

나는 언제 무엇을 학습해야 할지 알고 있다.

3.55

4.06

8.2

Q10

나는 내가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다.

4.02

4.39

Q11

나는 무엇을(학습내용)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학습방법) 내가 직접 관여하고 결정하기를 원한다.

4.37

4.55

2.8

Q12

내가 학습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은 나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4.39

4.59

3.4

Q13

나는 어떤 일을 해내는 독특한 방법을 잘 생각해낸다.

3.67

3.92

2.8

Q14

나는 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3.61

3.76

3.5

Q15

나는 각자의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4.04

4.10

1.7

Q16

나는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을 벌이기를 좋아한다.

3.73

3.88

6.0

Q17

나는 공부하는 기초능력 면에서 문제가 없다.

3.96

4.51

11.5 **

Q18

나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배우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4.16

4.49

6.6 *

Q19

내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책임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

4.24

4.47

Q20

나는 강의를 통해서든 혼자서 공부하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4.02

4.31

10.7 *

4.0
11.5 *

4.3. 학생설문조사: 개방형 문항
개방형 문항에서는 응답자 51명 중 11명의 학생이 두 학기에 걸친 교과목 운영을 제안하였고, 5명의
학생은 2학점이 아닌 3학점 교과목으로의 개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인 수강생들이
2학점 과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목표를 실현해나기에는 시간의 제약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적절한 수강인원의 필요성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4.4. 교수자 의견조사: 개방형 문항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는 교과목 운영과정에서 느낀 교과목의 의의와 성과, 공유사례와 함께
교과목 운영의 개선점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교과목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학생들
이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도성이 개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도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는데, 한 교수자의
관찰노트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습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개개인의 관심주제를 평등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공유하였으며 동료학습자들이 제시한 주제와 자신이 생각하는 학습주제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통합적 연구주제의 도출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학생들의 사고의 유연성이 확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교수자에 의하면, 학생들이 소논문, 연주, 원어민과 말하기 등 동료학습자들의 다채로운 학습결과
물을 공유하면서 풍부한 학습경험을 하게 되어 이와 같은 추가적인 공유학습의 성과 또한 이 교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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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 제시하였다.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의 개선점 및 보완점에 대해서는 교과목의 다양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
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전공계열을 고려한 계열별 분반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는 융합
분반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교과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이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도 이 교과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위단계의 관련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교과목 운영의 개선점으로 교과목 운영지침의 보완과 내실있는 교수자 워크숍,
학문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이 학습주제와 관련하여 담당교수자 외에도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얻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교과목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교수자 워크숍을 통해
교과목의 취지와 운영경험을 충분히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문탐구의
기본자세를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에서 2019학년도 2학기 교양교과목으로 운영한 ‘학생자율연구’ 강좌 참여 학생
의 설문조사와 교수자 의견조사를 토대로 강좌의 교육적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참여 학생 대상
자기주도성 측정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특히, 자율⋅책임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그
외 다양한 역량의 향상을 보여 ‘학생자율연구’ 강좌가 평생학습시대 기초역량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양교과목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학생자율연구’ 강좌 시범 운영 후에 이루어
진 교수자 의견조사와 학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과목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교육성과를 높인다. 학생들 스스로 한 학기 학습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문윤리에 대한 이해 또는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학생들의 강좌 참여 전⋅후의 창의적 사고능력과 리더십의 향상 폭이
타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해당 강좌에 보강되어야 할 영역으로 학문윤리와 창의적 사고,
리더십 영역이 언급되었다. 특히, 자기주도적 리더십을 포함하여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교과목 운영 전⋅후에 교수자 워크숍과 평가회를 개최한다. 학기 전 교수자 워크숍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의 개념과 관련 교육이론(융합교육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과목 운영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강 후에는
평가회를 통해 교과목의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운영 방법을 다양화하고 확산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학생의 전공 계열을 고려한 계열
별 분반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는 융합분반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 스스로 선호하는
분반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참여동기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입생이 주 수강 대상인 ‘학생자율
연구’ 강좌의 상위 단계 교과목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전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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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과목 운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 진단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진 학생 개인의
학습성과와 관련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적절한 평가도구와 효과
적인 학습성과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수자는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학생들의 지속
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은 학습의 진정한 주체로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더 넓은 관점에서 학습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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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시대 자기주도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교과목 운영 사례
연구 - 연세대학교 ‘학생자율연구’ 강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이희원(서울대)

1. 학생자율연구 강좌 운영의 의미
최근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혁의 동향을 보면 전통적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이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요소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소경희.
2006). 그 특징은 첫째로, 대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 온 지식은 명확하게 구분된 ‘교과’ 혹은 ‘전공’을
통해 제공되어 왔지만, 교과를 통한 교육만으로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 어려
워서 교과과정 외의 범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밖에 없었던 주제나 교육 요소가 교과과정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학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대학교육 방식으로는 지식기반사회
가 요구하는 학습 능력을 함양하기 어려워서 대학교육도 학제 간⋅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학습이
가능하도록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Gibbons et al., 1997; 이희원 외, 2008). 그리고 셋째로, 지식기
반사회에서 지식의 변화 속도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에 지식 자체가 다양한 맥락에
서 끊임없이 창출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들은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도 함양될 수 있도록 훈련받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은경, 이우영, 2010; 김지현 외, 2007; 이덕환,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연세대학교는 평생학습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 스스로
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제 간, 초학문적 학습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자율연구’ 강좌를 운영하였다. 본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스스로가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해보는 학습경험을 갖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본 교과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에
관한 수준 변화를 측정한 결과 자율⋅책임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임으로써 ‘학생자율연구’ 강좌가
평생학습시대 기초역량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양교과목으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성과는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틀을 제안하고, 교육 개혁을 위한 대학 정책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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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제언
1. 사전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인식
학생자율연구의 성패는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적극성과 주도성, 자율적 연구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이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바탕으로 학습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때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이지향하는 본래의 교육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국내대학에서 학생설계 전공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한 학기에 1-2명 정도로
그치고, 학생의 기획력과 책임 의식의 결여로 구성된 학습 내용이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학생설계 전공제도 자체를 폐지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려면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 자율적인 학습자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워크숍이나 선수 교과목(가칭: 대학의 학문) 등을 개발하여
학생설계 교과목 수강 전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김지현 외, 2007).
또한 지도교수를 위하여 교과목의 취지와 운영경험을 충분히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연구윤리
에 관한 교육 뿐 아니라 학문탐구의 기본 자세를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신장을 도울 수 있는
지도 전략 등에 관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자기주도적 학습의 개념과 역할 규정에 관한 교수-학생 간의 공감과 합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개념이 단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며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져오는 현상만을 지칭하는 단편적인 개념의 정의로 그쳐서도 안된다
(배영주, 2005). 자신의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학습 및
연구 방법과 전략을 적절히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방식과 평가의 준거를
포함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자율연구 강좌는 이에 참여하는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학생주도적 학습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 규정에 관한
명확한 상호 합의가 선행되어야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의 역할 분담과 주도성의 정도에
따라 학생자율연구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에 관한 책임과 선택, 결정의 책임성의 소재지와 그 분포와
비율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제시된〔그림 1〕은 교수와 학생의 역할 분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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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제간, 융합 연구를 위한 협동적인 학습 환경 구축
많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은 학과와 학문의 영역을 초월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 요구를 수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들은 학문 분화와 이에 따른
전공 계열의 세분화로 인하여 각 영역의 전문성은 신장되었지만 학문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상호 협력적
연구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학제 간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학문 영역 간, 다학문 간의 간극을 좁혀서 학문 영역 간의 벽을
허물고 학과의 장벽을 낮추어 협동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다.

4. 평가를 통한 강좌의 질 관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정례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연세대학교가
운영한 학생자율연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여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참여 교수들은 계열별 분반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는 융합 분반을 동시에
개설하는 문제나 학생들이 학년에 올라가면서 상위단계의 관련 강좌가 연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학문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담당교수 외 전문가 자문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운영 지침 마련,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통한 학문탐구의 기본자세 함양 등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우수연구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우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발표회나 공유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
학생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학점을 취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행할 과제 및 연구 참여의 성실도를 높이고 학생과 지도교수가 연구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을 운영하는 목적은 학사운영 제도에 다양성을 제공하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교과목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성과는
학부생의 학습을 유도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틀로 제안될 수 있으며,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대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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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함양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편
- 전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효성(전남대)

1. 서론
대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
등장, 고등교육 국제화,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학습 공간 혁신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한국대학교육협
의회, 2018). 특히 기존 대학교육의 운영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지식내용과 교수방법, 평가방법 등의
도입을 통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정부는 대학기본역
량진단 및 대학기관인증평가 등의 평가 제도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재정지
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교육내용 및 방법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를 새롭게 정의내리고 이를 반영한 인재상을 설정하여 대학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며 이를 교양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교육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북대학교1)는 “대학교육의 이수에 전제되어야 할 기본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을 키우며, 나아가 학문 활동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지성인”양성이라는 교양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의 인재상으로 ‘첨성인’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대학교2)는 대학의 건학이념에 기반한 “기초
지식 강화, 창의적 사유 강화, 실천적 인성 강화, 글로벌 능력 강화”라는 교양교육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양 교육과정 체계를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충북대학교3)는
“학문발전 선도, 민주시민 양성, 국가와 사회의 미래 개척 헌신, 지역사회 문화 창달 및 인류사회 발전
모색”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6대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은 사회변화
에 대응하며 살아남기 위해 또한 정부의 대학평가 대비와 사업비 확보 등을 목적으로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설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 및 교양교육을 개편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cge.knu.ac.kr/

2)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홈페이지, https://culedu.pusan.ac.kr/culedu/14970/subview.do

3)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ac.kr/site/www/sub.do?key=1725

핵심역량 함양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편

●

111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고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양 교육과정 개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한
전남대학교의 실제 사례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과 교양 교과목의 수업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전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체계
전남대학교는 2010년 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학생들이 학문횡단형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핵심교양 중심의 교양교육 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양 교육과정 체계를 구성하였다(김순임 외,
2013).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핵심교양 교과목을 대폭 축소하였고, 과목 이수 기준을 핵심교양
‘사회의이해’,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자연의이해’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학생들이 의무
적으로 수강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 기초교양 교과목 중 대학⋅학과별로 1개
과목 이상을 필수로 지정해서 이수하도록 했고,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양 교과목 이수 학점을
30학점 이상 42학점 이내로 상향하였다. 핵심교양 중심의 교양교육 체계는 2015~2018학년도 교양

<표 1> 2011-2014학년도 및 2015-2018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2011-2014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범주

영역

2015-2018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영역 수 과목 소계

범주

역사와철학
사회의이해

4

29

핵심

자연의이해
기초과학

3

42

기초

대학필수

2

46

13

175

19

252

체육⋅건강
10

138

일반

공학전문교양
문화콘텐츠활용능력전문교양
기술공학
민주주의⋅인권

문화콘텐츠활용능력전문교양

외국인을위한한국의이해

지역사회⋅문화

수의예과⋅의예과전문교양

수의예과전문교양

●

기초도구

경력개발

공학전문교양

112

기초과학

문화예술

문화예술

합계

31

자연과학

자연과학

체육⋅건강

4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역사와철학

인문학

인문학

경력개발

사회의이해
자연과기술의이해

기초도구
기초

영역 수 과목 소계

문학과예술

문학과예술
핵심

영역

융복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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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교육과정까지 기본 틀을 유지해왔다. 다만 2015~2018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에서는 대학 특성을 반영하
기 위해 ‘민주주의⋅인권’ 영역과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융복합’ 영역을 추가하였고, 대학필수
영역을 폐지하고 관련 교과목은 기초도구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핵심교양 체계에 기반하여 8년 동안 운영해 오던 교양 교육과정은 교과목 운영의 문제와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선도적 대응 필요성 등에 의해 전폭적인 개편이 요구되었다(김종희 외, 2019). 먼저 대학필수
로 운영해 오던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와 <진로설계와자기이해> 교과목 운영에 문제제기가 있었
다. 이 교과목은 대학지도부의 판단하에 대학필수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과(부)
및 학생들로부터 필수 운영 및 실제적 도움 여부 등에 있어 불만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대학교육을 통해 양성될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제시되며 이러한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시대변화와 사회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과목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수업내용 및 방법의 변화 등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대학 내외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폭적인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였다.

3.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개편
3.1. 대학 핵심역량 설정 및 교양 교육과정 개편
전남대학교는 교양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대학의 인재상을 실현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2019-2022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기에 앞서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대학 인재상과 핵심역량은 미래위원회⋅교무처⋅기초교육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전남대와 주요
대학 및 기관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학생 선호도 조와 학무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하였다. 위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인재상은 ‘세상에 빛이 되는 바른 사람’이며, 핵심역량은 ‘창의역량⋅감성역량⋅공동체역량’
이다.4)

[그림 1] 전남대학교 인재상 및 핵심역량 선정 과정

교양 교육과정 개편은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편위원회를 구성한 후 하위에 기초교
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양 교육과정 개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개편위원회에서는 기존
교양 교육과정 운영 체제 분석,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방향 설정, 교육과정 편성 지침(안) 마련 등의 업무를
4)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홈페이지, https://ile.jnu.ac.kr/ko/liberal/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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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였다. 개편위원회에서 마련된 개편(안)은 단과대학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무회의에서 최종 결정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기초교육원에서 학과(부) 단위 개편(안)을 제출 받아 심의 및 조정하는 단계를
밟아 개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남대학교는 인재상 및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교양 교육과
정 체계 구축, 대학의 교육목표 반영,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 인문교육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지역문화의 정체성 이해 증진 등의 방향을 가지고 2019-2022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3.2. 교양 교육과정 체계 및 주요 내용
전남대학교는 대학이 설정한 인재상을 실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양 교육과정 체계 및 교양 교과목을 전면 개편하였다. 2019~2022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는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체계 구축,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역량교양
신설 및 교과목 개발, 학생 및 학과(부) 선택권 강화, 교양 교과목 폐지 기준 강화 등이 반영되었다.
먼저, 교양 교육과정 편성 체계를 기존 핵심교양 중심에서 역량교양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균형
교양의 세부영역을 학문영역 및 계열에 따라 단순화하고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체계 정비는
대학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 체계에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창의역량, 감성역량, 공동체역량)을 교양영
역에 명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하도록 운영함으로써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며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2> 2019~2022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체계
2015~2018학년도 편성 체계
영역

2019~2022학년도 편성 체계

세부 영역

영역

문학과예술
핵심교양

창의

사회의이해

역량교양

역사와철학
기초과학

기초교양

기초도구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도구
인간과사회

사회과학
자연과학

감성
공동체

자연과기술의이해
기초교양

세부 영역

→

문화예술

자연과기술

경력개발
체육⋅건강
일반교양

공학전문교양

균형교양

생활과예술

문화콘텐츠활용능력전문교양
기술공학
민주주의⋅인권

표현과소통

외국인을위한한국의이해
수의예과⋅의예과전문교양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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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와창업

두 번째로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역량교양 영역을 신설하고 기존 교과목의 명칭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러한 역량교양 기반 체계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핵심교양의 명칭만 단순히
역량교양으로 바꿔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교과목이 담아내야 할 내용과 교수방법의 혁신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대학교는 영역별 필수로 운영하는 역량교양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학과(부)로
부터 역량교양 신설 신청서를 받아 핵심역량 함양 및 이를 달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
참여형 교수방법의 구성 등을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여 역량교양 진입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편성하였다.
특히 PBL(Project-based learning, Problem-based learning), 플립러닝, 토의⋅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 중심의 교과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나아가 신규 교과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소정의
개발비를 지급함으로써 학과(부)의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 교양 교육과
정 체계와 비교했을 때 2019~2022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신규 교과목이 43개 신설되었으
며, 명칭 변경은 37개 교과목이 이루어지는 등 전체 교양 교과목의 변화율이 31%를 나타냈다.
세 번째로 학생 및 학과(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대학필수로 운영하던 교과목을 폐지하고 영역별
필수로 전환하였다. 2018학년도까지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과
진로탐색 및 전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진로설계와자기이해> 교과목을 대학필수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교과목은 특별한 교육 없이 단순 시험만으로 성적을 부여하
는 점, 영어를 굳이 필수로 이수할 필요성이 없는 학생의 개선 요구, 제도 시행 이후 영어 성적 향상이라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진로설계와자기이해> 교과목은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단과대학별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과 학생 요구조사 결과 과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개편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일 교과목 형태로 운영해 오던
대학 필수를 폐지하였다. 대신 개편된 영역 중 학과(부)의 교육목표에 따라, 학생이 내용과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양 교과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교양 교과목 폐지 기준을 강화하였다(전남대학
교, 2019). 이전에는 2년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심의를 거쳐 폐지하였다. 하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기 위해서 3학기 연속
또는 3년 동안 3회 이상 미개설된 교과목을 폐지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교과목 폐지 기준
강화는 협력학과가 불필요한 과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과목을 폐지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수업 질 제고 방안
4.1. 역량교양 분반 개설기준인원 하향 조정 및 절대평가 도입
전남대학교는 2019~2022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교양 교과목의 수업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기존의 핵심교양을
역량교양으로 개편하면서 역량교양 교과목 개설 분반 기준 인원을 대폭 축소하였다. 핵심교양의 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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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기준 인원은 80명이었다면, 역량교양은 60명으로 축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량교양이 추구하는
방향이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지향하고 있기에 PBL, 플립러닝, 발표, 토의⋅토론 등의 수업 방식이 전체
수업 구성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분반 개설기준인원을 30~40명으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역량교양 평균 수강인원이 이전 핵심교양에 비해 평균 11명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핵심역량에 비해 역량교양 교과목의 분반 학생 수가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표 3> 핵심역량 및 역량교양 개설 현황
구분
핵심교양
역량교양

학기

교과목 수

분반 수

수강인원

분반별 평균 수강인원

2018-1

31

161

10,620

66.0

2018-2

31

138

8,172

59.2

2019-1

33

151

7,922

52.5

2019-2

34

133

7,016

51.2

수업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수업방법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전남대학교는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지향하면서 기존
강의식 중심의 수업방법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PBL, 플립러닝, 발표, 토의⋅토론 방식을 적극
도입하였다. 수업방법의 변화와 더불어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핵심역량 향상 및 수업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를 지향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방법이 절대평가 도입이다. 절대평가는
전체 수업 구성의 40% 이상이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단순 시험이 아닌 학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과목에 한해 심의를 거쳐 적용하고 있다. 대학내에서는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학점 인플레이션 발생이나 과목 간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학생들이 절대평가 과목은 선호한다는
점에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과목이 수강인원 확보 및 운영 등에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은 수업컨설팅 의무화이다. 심의를 거쳐 절대평가를 적용받는 교과목은
모든 분반에 대해 학기당 1회 이상의 수업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이는 평가방식의 형평성 및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다시 상대평가로 전환된다. 역량교양 교과목을
중심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절대평가 도입은 차츰 전체 교양 교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4> 절대평가 도입 현황
학기

교과목

분반

절대평가적용

전체 교과목 수

비율(%)

절대평가적용

전체 분반 수

비율(%)

2019-1

3

33

9.1

11

151

7.3

2019-2

3

34

8.8

10

133

7.5

4.2. 수업지원 조교 지원
전남대학교는 교양 교과목의 수업 질을 개선하고 교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업지원 조교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업지원 조교 제도는 교양 교과목 중 수업 내용 및 교수 방법의 개선을 통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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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수업지원 조교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수업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학생
참여형 수업 비중이 최소 4주 이상인 분반,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의 다양화
및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분반, 3) 기존 강의식 수업을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새롭게 바꾸어 보려는 분반.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2019학년도에는 수강인원이 30명 이상인
교양 교과목을 대상으로 분반별 신청을 받아 총 65개 교과목 136개 분반을 지원하였다.5)
<표 5> 수업지원 조교 지원 현황
교과목
학기

대상
교과목 수

지원
교과목 수

2019-1

33

2019-2
계

분반
비율(%)

대상
분반 수

지원
분반 수

비율(%)

18

54.6

124

40

32.3

158

47

29.8

446

96

21.5

191

65

34.0

570

136

23.9

수업지원 조교는 실제 수업에서 담당교수의 토의⋅토론이나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고,
수업 중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확인 및 정리, 수업에 활용할 자료조사 및 정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 학기 활동한 수업지원 조교에게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업지원 조교를 활용하는
교과목 담당 교수는 수업 준비부터 실제 수업 운영, 나아가 학생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수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업 환경이 개선되고 수업 질이 개선된다. 향후 이러한 수업지원
조교 활용이 실제 교과목의 수업 질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효과검증이
필요하리라 본다.

4.3 역량교양 평가
전남대학교는 2010년부터 핵심교양 교과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핵심교양 평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교양 교과목의 실질적인 관리와 더불어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데 일정부
분 기여하였다(김순임 외, 2013). 이에 2019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편성된 역량교양 교과목
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역량교양 평가 목적은 교과목 담당 교수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과목의 수업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역량교양은 졸업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영역별 필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은
과목 수에 비해 운영되는 분반 수가 많다. 교과목 간 내용의 균질화를 유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업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수들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평가를 통해
매 학기 최소 2회 이상 교과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업 운영에 대해 논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역량교양 평가는 매 학기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과목별 수업노트6)를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과목

5)

수업지원 조교 제도는 2019학년도 1학기에는 역량교양 교과목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2학기부터는 전체 교양 교과목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6)

수업노트는 과목 운영 과정 및 결과의 집합물로 역량교양 교과목의 수업 질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성은 필수 제출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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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계획-과정-결과-환류 체계를 따라 진행된다.
<표 6> 역량교양 평가영역 및 지표
평가영역
계획
과정
결과

환류

평가지표

1. 수업계획서(20점)
2. 교과목 운영위원회(5점)
3. 학생 수업평가(60점)

배점

1.1 수업계획서 충실도

10

1.2 교육주제의 공통성

5

1.3 역량교양 목적의 부합성

5

2. 운영위원회 개최

5

3.1 수업평가 점수

40

3.2 핵심역량 향상 도움 점수

10

3.3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 실시 점수

10

4. 교수 수업평가(10점)

4. 수업 자가평가 실시율

10

5. 역량교양 워크숍(5점)

5. 역량교양 워크숍 참석

5

합계

9 항목

100

매 학기 실시한 평가 결과는 교과목 협력학과(부) 및 단과대학으로 공지되고, 워크숍을 통해 전체
담당 교수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2019~2022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역량교양의 경우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2년 단위로 재개설여부를 결정한다(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2020). 이러한 평가
제도는 교과목 평가 결과가 실제 과목 운영에 반영되고 담당 학과(부) 및 교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수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과목 운영에서 환류에 이르기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학년도 역량교양 체제로 개편된 이후 역량교양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개편 이전인 핵심교양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조금씩이지만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역량교양 평가 결과
구분
핵심교양
역량교양

학기

수업평가 결과
(5점 만점)

핵심역량 향상 도움도
(5점 만점)

학생 참여형 수업 방법 실시도
(5점 만점)

2018-1

4.31

-

-

2018-2

4.38

-

-

2019-1

4.39

4.16

4.16

2019-2

4.44

4.40

4.33

5. 결론
많은 대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교양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구체적인
선택 제출 자료로 구분되며, 필수 제출 자료에는 수업계획서, 학생 수업 평가 자료, 교수 수업 자가평가 자료, 과목 운영위원회 운영
자료가, 선택 제출 자료에는 기타 과목 운영 참고자료가 있다. 역량교양 평가에는 수업노트의 필수 제출 자료만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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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육과정 개편 배경, 절차,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개편 사례는
사회변화에 일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진행된 개편이 아니다. 2010년 학문횡단형 인재 양성
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한 이래 지난 10년 동안 교양 교과목 운영 성과와 평가,
교수 및 학생 인식조사, 주요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 운영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전남대학교
현실에 최적화하여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전남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 개편 사례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 요구 흐름 속에서 향후 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대학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전략적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고 수업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 개편 사례는 아직 개편이후 실제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이나 교양 교과목의 수업 질이 확연히
개선되었다는 성과를 보여 주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효과성 검증은
교수와 학생 대상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교양 교과목의 수업평가 결과,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 지수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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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순천대)

최근 많은 대학에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 대학별
로 핵심역량을 재설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다수 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전남대의 2015~2018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체계와 같은 형식의
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남대의 경우, ‘창의역량, 감성역량, 공동체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핵심역량을 전면으로 내세워 교양 교육과정의 세부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대가 2019학년도에 새롭게 개편한 교양 교육과정은 개편을 준비할 많은
대학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봅니다. 이에 본 토론문에서는 전남대의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방향이
주는 의미와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과정에서 전남대가 겪었을 애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토론거리 또는 질문거리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남대가 제시한 3대 핵심역량인 ‘창의⋅감성⋅공동체’ 역량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남대의 2015-2018학년도 편성 체계와 2019-2022학년도 편성 체계를 비교해 봤을
때, 4개의 학문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개설된 핵심교양이 3대 역량을 바탕으로 개설된 역량교양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학문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학분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 교과목을 핵심교양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학문 분류 기준이 아닌 역량 중심으로 세부 영역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목
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교과목을 구분할 때에 창의⋅감성⋅공동체 역량
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역량교양에서의 ‘창의⋅감성⋅공동체’ 세부 영역 내 교과
목 편성 시 전남대가 설정했던 편성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각 역량별 세부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과목의 구체적인 과목명과 교육 내용 및 교수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전남대에서 지향하고
했던 역량교양의 핵심 내용을 보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역량교양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남대가 핵심역량을 기준으
로 세부 영역을 구분하여 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한 것은 해당 세부 영역을 통해 각 역량이 보다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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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핵심교양 체제에서는 한 교과목
안에서 다양한 역량을 고루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지금의 역량교양 체제에서는 해당 역량을 중점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핵심교양 체계와 현재의
역량교양 체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높이는 데에는 어떠한 교육과정 체계가 보다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향후 조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 6>의 역량교양 평가 지표를 보면, ‘핵심역량 향상 도움 점수’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때의
평가 문항이 핵심역량 전반의 향상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역량별로 구분하여 해당
역량의 향상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연구는 전남대의 핵심역량 함양과 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편 사례를 소개해 줌으로써
현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마련 방안과 수업 질 제고 방안에 대한 생각거리를 안겨준
연구라 생각합니다. 연구자의 원고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이 1년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핵심역량 향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핵심교양’에서 ‘역량교양’ 체계로의 전환이 지니는 의의나 한계점 등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해야 할 타 대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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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되기 수업 개발 및 운영 사례연구

오은주(한국성서대)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급속한 세계화로 초래된 상호의존성 및 초연결성 시대의 21세기 지구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지구적 문제(e.g., 기후변화, 자원고갈, 불평등, 가난, 환경오염 등)에 직면하고 있다. 다양
한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협력적으로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와 개발
목표를 ‘2015 세계교육포럼’과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설정하였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5). 설정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네 번째 목표는 ‘양질의
교육’인데, 이 SDG4는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포털). SDG4는 10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일곱 번째, SDG4.7은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추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유네
스코 아태교육원, 2015, p.8) 세계시민의 양성은 21세기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시민 양성이라는 시대적 책무는 21세기 대학의 교양교육이
감당해야할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를 기반으
로 수업을 설계하고 2020년 1학기에 운영된 세계시민되기 수업 운영의 사례연구를 보고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세계시민되기 수업 설계의 원칙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은 정형화되고 확립된 학문 영역 이라기보다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따라 유연성을 지니고 융복합적으로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추구기에, 학습자의 특징과
세계시민교육 설계자의 학문분야의 특성 및 배경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세계시민교육
의 모습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되기 교과목을 개발하는데 있어, 세계시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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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대학핵심역량인 공동체 통합을 위한 ‘세계시민 정체성 확립’을 전체 학습내용를 아우르는 주요
주제로 선정하였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2019)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용하는 요인
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뚜렷한 국가 정체성
과 공유된 핵심가치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의 현대식 군대 창설,
봉건제 폐지, 국가 교육체제 확립, 세제 개혁, 사법 체제 개편 등 생활의 전 영역에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완성을 위해서 메이지 정부는 왕정복고를 통한 전통성 확립과 ‘사회적
의무감’이라는 핵심가치를 일본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이 급진적 변화와 보수
적 유보의 공존을 조화롭게 이루어내어 국가의 성공적인 위기 대처의 사례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국가
위기의 상황에 국가 정체성과 공유된 핵심가치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활동,
변화를 위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을 견뎌내게 하는 구심점이자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과 전략들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과 전략들은 각 개인이 인류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공유된 인식과 세계시민의 정체성이
없다면 구심점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기에 어떠한 해결책도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
다. 공유된 역사적 경험과 핵심가치가 한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체로서의 공유된 역사적 경험과 공유된 도전 과제에 대해
공감된 가치를 이해하고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인류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위기들인 난민, 불평등, 기후 및 환경 문제들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거쳐 발생하게 되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학습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지식에 기반 한 거시적 이해는 결국 학습자 개인이 학습내용을
대리적 경험으로 내면화하여 세계시민의 정체성 형성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의 역사적인 등장 배경 속에서, 국제사회 및 지구시민사회가 지구촌이라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통합하고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취해온 다양한 활동을 학습함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공유되
는 핵심가치가 어떻게 등장하고 추구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으로서
수업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확보하기 위해 이 학습내용을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
표와 연계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2.2.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질문:
1) 세계시민되기 수업을 수강한 후 학습자는 세계시민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형성하였는가?
2) 세계시민되기 수업을 위한 학습주제 및 내용은 연계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를 성취
하기에 적절한가?
3) 세계시민되기 수업 수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세계시민되기 수업 개발 및 운영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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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2020년 1학기, 배분이수로 개설된 세계시민되기 교과목의 수강자 30명
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수강학생현황은 학년별로는 1학년 50%(15명), 2학년 3.3%(1명), 3학년
13.3%(4명), 4학년 33.3%(10명), 성별로는 여학생 80%(14명), 남학생 20%(6명), 그리고 학과별로는
간호학과 13.3%(4명), 사회복지학과 50%(15명), 성서학과 20%(6명), 영유아보유학과 13.3%(4명), 컴퓨
터소프트웨어학과 3.3%(1명)이다.
수업설계:
전술된 수업설계의 원칙에 따라 선별된 세계시민되기 수업의 학습내용이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목표와 연계되어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주제, 학습목표, 세계시민되기 학습내용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2015)
학습주제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학습목표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행
동
적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영
역
9. 참여하고 실천하기

●

냉전과 바나나 공화국(b)
IMF와 세계은행이 빈곤국에 끼친 영향(b)
불과 20년 후면 39도의 날씨가 일상이 된다(f)
세계화, 신자유주의, 빈곤(b)

여러 층위의 정체성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Should Borders Matter?(c)
사회집단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비판적 국제이주의 이해(d)
으로 살펴본다.
인권과 국제정치(a)
서로 다른 집단, 공동체, 국가 간의 연결관계 민주주의의 정신과 다양한 모습(e)
민주화 기로에 선 홍콩, 어디로 가나?(f)
를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다양한 집단 및 관점에 대응하여 관계를 맺는 문화 다양성의 이해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 기능을 계발하여 적용 특강1: 다문화 현황 및 디아스포라
한다.
특강2: 북한이탈주민 이해하기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skills) 세계뉴스 따라잡기
을 계발하여 적용한다.
지구시민사회의 출현과 역할(f)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에 관한 이슈를 비판
환경문제와 국제정치(a)
적으로 파악하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
지구촌의 빈곤문제와 국제개발 협력(a)
한 행동을 한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을 제안하고 실천
옥스팜 연구보고서 팀프로젝트
에 옮긴다.

<학습내용 출처>
(a) 국제정세의 이해: 위기의 시대,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 (유현석, 2017)
(b) K-MOOC 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 (박선미)
(c) Global Philosopher, BBC (Michael Sendel)
(d) K-MOOC 국제이주의 이해 (이병하)
(e) K-MOOC 민주주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
(f) JTBC 차이나는 클라스 137회(조천호) & 151회(장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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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글로벌 가버넌스: 비국가행위자 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와 구조, 과정을 비판적
리고 유엔(a)
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세계시민성과 관련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시스템(b)
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한다.
포디즘과 포스트 포디즘(b)

인
지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지역⋅국가⋅세계의 의사결정의 결과 및 그
적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 에 대한 책임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적절한
영
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대응책을 찾아 제안해 본다.
역
권력의 역학관계가 사람들의 발언권, 영향력,
3. 암묵적 가정과
자원 접근성,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에 어떤
권력의 역학관계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사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회
정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서
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방식
적
영
역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2020-1 세계시민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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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차별 유네스코 학습주제와 학습내용
1주차, 2주차, 3-1 주차: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학습자의 국가정체성과 세계시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이클 센델 교수가 BBC와 함께 실행한 Global
Philosopher: Should Borders Matter?의 글로벌 토론을 시청하고 공감하는 의견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국제이주의 현황과 영향, 전 세계 국제이주의 패턴을 살펴봄으로 국가 정체성이 유동적일 있음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였다.
 국제사회가 인권 향상을 위해 취해온 다양한 노력과 성과 및 한계를 학습하고 우리나라가 인권 탄압국에서 인권모범국가로
변모한 과정을 이해함으로 다양한 집단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3-2주차: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 후에 경제성장을 위해 채택한 일련의 결정들 속에 미국 식품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역할을
살펴보고,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념 및 기업의 역할이 왜곡되고 남용되었는지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4-1주차, 보강주: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유엔의 기원과 창설 배경을 살펴보고 조직과 구성을 검토함으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서의 유엔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였다. 또한 한국이 유엔과 맺어온 관계를 살핌으로 세계시민으로서 호혜성의 책무감을 제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세계의 최강국가로 대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이해함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인 국가(강대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4-2주차, 5주차: 2.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르완다 내전의 발생 배경을 국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끼친 역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말리아가 독립 후에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소련과 미국의 영향으로 겪게 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늘날 최빈국으로 전락한 소말리아에 끼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떻게 지구환경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기후위기의 시대로
까지 악화된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접함으로 산업혁명 이후 인류 활동의 책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고양하고 대안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6주차: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환경문제의 독특한 성격을 살펴봄으로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남북문제와 국가주권
문제의 복잡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사회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다양한 활동들을 분석하여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가적
책무성 및 더 나아가 개인적 책무성을 고취하였다.
8주차: 1.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초국적기업)의 성장 동력인 현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등장 배경을 포디즘과 포스트 포디즘의
개념으로 설명함으로 신자유주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지식에 근거한 균형 잡힌 태도 및 자세를 배양한다.
9주차, 10-1주차: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운송 수단과 ICT의 발전으로 일반화된 신국제분업이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들에게 끼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포스트
포디즘으로 다시 돌아온 시장이 공공재와 공유재 관리에 관여하게 되는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작동한 인식의
변화와 그 결과로써 변화된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이 농작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
고,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급성장하게 된 거대 초국적 곡물기업과 생화학 기업의 등장 및 그 역할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10-2주차: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현대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심화된 빈부격차 속에서 이러한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한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들의 상반된 인식을 고찰한다.
 남북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해 온 다양한 행동 및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재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적절한 의식 및 행동 양식을 배양한다.
11주차: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방식
 최근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 탈민주화 현상을 인식하고, 탈민주화 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국가의 존재방식으로서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홍콩을 사례로 국가 시스템의 모습이 국가에 끼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반응 및 대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12주차, 13-1주차: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한국의 디아스포라 현황을 살펴봄으로 국제이주로 인해 한국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에서 확대되고 보다 포용적인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함으로 포용적 관계 맺기를 실천할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배양한다.
13-2주차, 14주차: 7.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지구시민사회의 출현 배경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서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봄으로 효과적인 시민참여의 통로를
학습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생각해 본다.
 세계시민으로서 관심 있는 분야(e.g., 환경, 인권, 난민, 경제, 보건)의 세계뉴스를 따라가면서 각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는다.
*코로나19로 인해 1~9주차 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음; 옥스팜 연구보고서 팀프로젝트는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취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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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주당 2회 75분씩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주차별 학습주제와 내용이 [표 2]에 제시되었다.

2.3. 연구 결과
발표문이 작성된 시점이 연구가 실행 중인 관계로 연구 결과 분석은 연구가 완료된 후,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3. 결론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ICT의 발달로 개인의 관심에 맞추어 재단된 정보 습득이 일상화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한 정보편식은 타협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악화시킴으로 사회를 더욱 양극화시키고 있다
(다이아몬드, 2019). 인류가 함께 직면한 다양한 위기들은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모두가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다양한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류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공존을 위해 협력하며 공동체
통합을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대학의 교양교육이 될 것이다. 공동체 통합의
관점에서 오늘날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위기들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국제사회가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이해하는 것은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인이 구체적인 핵심가치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가치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지구 공동체에서 구체적인 핵심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그러한 가치들의 구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사고하고 토론하고 실천해 보는
것은 대학 교양교육이 제공해야 할 중요한 학습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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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되기 수업 개발 및 운영 사례연구”에 대해

김지영(서강대)

본 토론자는 2019년부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교육원(APCEIU)에서 운영하는 ‘세계시민교육’강좌
개설 사업에 참여하여, 토론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교양 선택 교과로 ‘공존의 시대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교과를 개설하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오프라인 수업 및 체험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토론자가 진행하는 ‘세계시민교육’ 강좌의 주된 특징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수강 비율을 50:50으로 기획하여 1:1 매칭을 통하여 주제별 특강이 끝나면
서로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자신의 국가의 보편적⋅일반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공존의 개념을 학습토록 한다.
본 연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연구자와 동일하게 대학 내에서 교양 교과로 ‘세계시민교육’강좌를
기획하고 개설⋅운영하고 있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세계시민되기 수업개발 및 운영 사례 연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토론에 앞서 본 토론문은 발표자가 4월 29일자로 작성한 발표문을 기반으로 토론문이 작성되었으며,
발표자가 보내온 발표문내에 기재한 “최종 연구결과 분석은 연구가 완료된 후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
다.”를 감안하여 토론문을 작성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교과 수강생은 30명이며, 주당 2회씩 75분씩 진행되는 교양 수업이다.
수강생 현황은 1학년~ 4학년, 5개 전공학과 학생들(간호학(4), 사회복지학(15), 성서학(6), 영유아보육학
(4), 컴퓨터소프트웨어학(1)), 남녀 비율은 8:2이다. 이러한 모집단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논문의 질문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세계시민되기 수업을 수강한 후 학습자는 세계시민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형성하였는가?
둘째, 세계시민되기 수업을 위한 학습주제 및 내용은 연계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를
성취하기에 적절한가?
셋째, 세계시민되기 수업 수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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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내용에 포함된 주요 키워드를 토론자가 분석한 결과 대략 24개 정도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정체성과 세계시민 정체성 ② 국제이주 현황 및 영향 ③ 국제사회 인권 ④ 시대상에 따른
이념 및 기업의 역할의 왜곡 및 남용 ⑤ 국제사회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유엔의 역할 ⑥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인 강대국의 이해 ⑦ IMF와 소말리아 ⑧ 이산화 탄소배출과 지구환경 ⑨ 기후위기 ⑩ 환경정
의의 관점에서 남북문제와 국가주권 ⑪ 국제사회가 취하는 환경문제 ⑫ 포디즘과 포스트 포디즘 ⑬
신자유주의 장⋅단점 분석 ⑭ 운송수단과 ICT 발전에 따른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에 끼친 영향 ⑮ 거대
초국적 곡물기업과 생화학 기업의 등장 및 그 역할 비판 ⑯ 국제사회 빈부격차 인식 고찰 ⑰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의식 및 행동양식 ⑱ 탈민주화 현상 인식 및 결과 ⑲ 국가 시스템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반응과 대처 ⑳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㉑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포용적인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 ㉒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 관계 맺기 ㉓ 효과적인 시민참여
통로 학습 및 진로연계 ㉔ 세계시민관심분야에 따라 세계뉴스를 통하여 배경지식 쌓기
토론을 위해 전달받은 발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연구 정보는 이 정도이며 이를 기반으로, 학회
당일날 연구결과 발표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토론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세계시민되기’수업 주제는 대학에서 개설되는 ‘세계시민교육’ 수업의 기본 개론학 수업과
같이 내용이 풍성하고 방법적으로 다양하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17개의 내용과 방법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책임의식, 행동을 통해 지속가능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며,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에 충실한 커리큘럼을 설계하
였다.
참고로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 지구상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 촉진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전 세대를 위한
복리(well-being) 증진 4. 모두를 위한 폭 넓고 수준 있는 교육 보장과 평생 학습 기회 제공 5. 양성
평등한 여권 신장 실현 6. 모두를 위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9.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 시설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력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해소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식
조성 12. 지속가능소비와 생산 13. 기후 변화 대응 14.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15. 지속가능한 삼림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16. 정의롭고, 평화로
우며 포용적인 사회조성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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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업 내 24개의 주제 키워드를 통하여 SDGs 17개 목표를 대부분 담아내고 있으며 그 목표를
기반으로 역사적인 관점과 국내외 실제 사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주제를 이해토록 함으로써 공존의 개념
및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토록 하기 위해 연구자는 많은 주제를 포함하는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논문의 연구 질문 2번에 ‘세계시민되기 수업을 위한 학습 주제 및
내용은 연계되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를 성취하기에 적절한가?’에 부합하는 수업 설계로
볼 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자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위기들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고 동시에 국제사회가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이해하는 공존이라는 가치 구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사고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것을 대학 교양교육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학습
경험이며, 대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되며, 보다 고도화된 ‘세계시민교육’ 수업 설계를 위하여 제출된
발표문을 기초로 토론자가 궁금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질문 1번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세계시민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형성하였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는 무엇이며, 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세계시민의 정체성과 핵심가치
의 형성 여부를 측정하기에 적절한가?
둘째, 학습자가 ‘세계시민되기’수업을 통하여 세계시민의 정체성과 핵심가치가 형성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전 사후 검사가 시행되었는지, 아니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구성되었는가?
셋째, 연구 질문 3번 ‘세계시민되기’ 수업 수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에 대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어떠한 평가 문항을 사용하였는가?
넷째, 본 연구 제목에서 운영 사례 연구라고 밝힌 것처럼 본 연구를 통하여 타 대학이나 다른 교양
수업에서 대해 연구자가 제안하는 우수 사례로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다섯째, 교양수업임을 감안하면 학년별, 전공별 난이도와 수용의 폭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업 설계 방법은 무엇인가?
여섯째, 본 수업 설계와 같은 형식의 수업을 진행할 때 장점과 유의점은 무엇인가?

세계시민되기 수업 개발 및 운영 사례연구

●

129

참고문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7).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130

●

세션 2 시대 변화와 교양교육의 책무

세션 2-6 교양교육으로서의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 사례

●

교양교육으로서의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 사례

신윤주(동의대)

1. 서론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났고, 이후 결코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던 코로나19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점을 넘어 현재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번 재난으로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2020년 2월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2020년 3월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안'을 마련했다"면서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은 현재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대안에도 ‘학교의 대응이 이해는 가지만 일부 내용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는 학생들의 우려감이 담긴 목소리에 교수자는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필자는 2019년 12월 7일 한국교양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학교양교육으로서의 플립러닝을
활용한 스피치 교육 - 동의대학교의 ｢멘탈스피치｣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플립러닝이라는 학습유형과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유형은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큰 틀에서의 수업방식에
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비교 분석해 보면서, 스피치 교육에 대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교수자 역할을
재고 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코로나19로 급작스럽게 찾아온 교육 변화에 집중하면
서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방식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
면서 향후 온라인을 접목한 수업방식,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1)

1)

본 발표요지문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면 진행 중에 있는 수업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개념에 불과하다. 하지만 2020년
6월 26일 학기 종료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단순 사례제시보다는 온라인 수업 방식의 다양성을 통한 ①학습자들의
온라인 수업참여도 분석, ②온라인 수업을 통한 팀 활동에서 활용하는 스마트앱의 종류와 활용 용이성 분석, ③강의실의 대면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통한 대면과 비대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기대치 분석, ④교수자의 피드백 진행방식과 학습자의 피드백 수용분석,
⑤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수자의 역할분석까지 동의대학교 교육혁신처 행정부서와의 면밀한 논의를 통해 설문데이터를 수치화를
통한 객관적인 논의를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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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피치 트레이닝｣ 교육목표 및 평가방법
동의대학교의 스피치교육2)이 가시화 된 것은 2017학년도 1학기 자유교양과목(2학년이상 수강신청
가능)으로 ｢멘탈스피치｣ 강좌가 개설되고 나서부터이다. 그리고 2020년 1학기 학사운영개편으로 균형교
양3)(1학년이상 수강신청가능)으로 ｢스피치 트레이닝｣으로 교과목명이 변경되었다. 교과목명 변경뿐 아
니라 수강신청대상자, 학습유형4)과 평가방법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 자유교양과목으로서의 ｢멘탈스피치｣ 강좌의 경우 2학년이상 수강신청가능으로 콜라보학습형이
라는 학습유형으로, 과목특성을 고려하여 플립러닝강좌로 별도 신청하여 절대평가로 운영하였다. 반면
2020학년도 1학기 개편된 균형교양과목으로서의 ｢스피치 트레이닝｣ 강좌의 경우 1학년이상 수강신청가
능으로 협동학습형이라는 학습유형으로 성적분포율은 A 50%이하 B 40%이하 C~F 10%이하로 평가한다.

3. ｢스피치 트레이닝｣ 온라인 강의 운영
2020년 3월 3일 ｢2020-1학기 등교일(대면수업일) 추가 연기 통보｣를 시작으로 매주 행정담당교원으
로부터 ｢등교일 추가 연기 및 온라인 수업 연장에 따른 가이드라인 안내｣ 메일을 받으면서 그렇게 2020학
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제시한 ｢온라인 수업｣이란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별 수업자료
를 준비하되, 기본적으로 수업내용 관련 동영상 콘텐츠(학점당 15분 이상)를 제작하여 DOOR5) 시스템
DOOR메뉴에 등록하여야 하는 시스템이다.

3.1. 동영상 강의 운영(일방향적)
동의대학교의 경우 동영상 강의 제작방법으로는 ①C-maker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C-maker서버
탑재 ② PPT 동영상강의 제작 후 DOOR콘텐츠 링크 등록 ③기타방법(휴대폰 등)을 통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등록 후 DOOR콘텐츠에 링크 등록 방법을 권장 받아 교수자가 과목특성, 기타
부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파일 자체를 DOOR서버에 업로
드할 경우 스트리밍에 따른 네트워크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작된 동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하거
나 C-maker서버 업로드를 권장하였다.

2)

광고홍보학과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201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스피치PT 및 실습｣이라는 강좌명
으로 교양과목이 아닌 전공핵심으로 개설되어 미디어광고학부 1학년 학생들이 1학기에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3)

동의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은 영역 구분의 기본 구성으로 <공통교양, 계열교양, 균형교양, 자율교양>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학문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①공통교양영역, 학문
계열의 기초학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②계열교양영역,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③균형교양영역, 공동체의식, 심미적 공감능력, 자기계발과 관련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④자율교양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균형교양의 경우 학문적 주제와 접근에 기반을 둔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프로젝트 학습 강화를
위한 교과목을 별도 영역으로 구성한다. ｢스피치 트레이닝｣의 경우 협동학습형이라는 학습유형으로 수강생들은 팀편성을 통해
회의록과 팀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과 같은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4)

지식습득형, 지식탐구형, 실험실습실기형, 협동학습형, 현장실습형, 콜라보학습형 6개의 학습유형으로 교과목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
며, 학습유형에 따라 평가비율에 차이가 있다.

5)

Dong-eui Open Online Resources, http://door.deu.ac.kr/, 동의대학교 교육혁신처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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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 트레이닝｣ 강좌의 경우 1주차는 교수계획서포함 강의 전반적 안내에 대한 평가방법, 진행사
항에 대한 내용을 한글파일로 제시, 2주차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강의운영을 진행함에 따라 2주차 자신감
있는 나만의 스피치, 3주차 발성 트레이닝 4주차 발음 트레이닝에 대한 강의내용을 PPT 활용하되, 교수자
의 육성만 담긴 동영상강의 제작으로 시작하였으나, 강의 특성을 고려하여 5주차에는 PPT를 활용하면서
담당교원출연 콘텐츠직접제작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PPT 활용 육성만 활용한
동영상 강의, PPT 활용 담당교원출연을 활용한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였다. 이는 결국 교수자가 학생들에
게 일방향적인 수업진행에 불과한 강의 운영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일방향적 수업방식인 온라인 동영상
강의만을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내용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영상
강의 이론을 학생들에게 활용하게 했다. DOOR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석인정과제로 3주차부터 5주차까지
3회에 걸쳐 학생들의 육성녹음파일을 과제로 받았고, 교수자는 주차별, 개별로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교수자는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학생들의 수준차를
점검하고, 향후 진행하게 될 수업자료를 생성할 기준이 된다.

3.2. ZOOM 화상 프로그램(쌍방향적)
6주차부터 ｢스피치 트레이닝｣ 강좌는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다. 동의대학교는
학사지원팀의 주관아래 교육혁신처에서는 2020년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5회의 ｢실시간 온라
인 화상강의 프로그램(ZOOM) 설명회｣를 열었고, 해당 설명회 일정 회차에 사전 신청을 하고 설명회를
통한 교육을 실시했다. 필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대학 온라인 수업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협동학습형이라는 학습유형의 ｢스피치 트레이닝｣ 강좌가 갖고 있는 과목 특성
때문이었다.
역시 1주차부터 5주차에 걸친 교수자의 일방향적인 온라인 강의보다 ZOOM을 활용한 화상과 음성을
통한 온라인 대면 강의진행은 학생들의 큰 변화를 즉각 확인할 수 있었다. ZOOM수업을 통한 개강
후 첫 대면 수업에 대한 소감 및 아쉬웠던 부분들을 간략히 작성하는 것을 6주차 출석인정 과제로 제시한
결과 ｢스피치 트레이닝｣ 수강신청대상 35명 100% 온라인 동영상 강의보다 ZOOM수업에 대한 몰입도가
좋았다고 답했고, 실시간으로 교수자와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개하는 시간,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상호 점검하면서 셀프피드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답했다.6) 이런 학생들
의 반응은 그동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해야하는 ZOOM활용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과는 달리,
과목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ZOOM활용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분명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사적인 불필요한 소리가 공유되어 불편했다거나, 버퍼링의 문제와 같은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6주차 학생들의 ZOOM 수업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1. 비디오(화상캠)와 오디오(음성)
모두켜기, 2. ZOOM이라는 온라인을 감안 개인적 불필요한 음이 다른 학우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와
같은 일부 규칙을 만들어 즉각적으로 다음 차시인 7주차 ZOOM수업에 적용하여 연결시켜 보완해 나갔다.

6)

현재 학기가 진행중인 만큼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 학생들의 설문에 대한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보완할 예정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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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피치 트레이닝｣ 온라인 강의를 통한 피드백 운영
4.1. 동영상 강의 이론 활용한 개별 과제에 대한 ｢교수자 피드백｣
동의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수업진행에서의 주차별 수업자료는 동영상 제작이 원칙이며
필수다. 그러하기에 학생들은 해당 주차의 교수자의 강의동영상을 반드시 확인, 교수자가 제시한 과제를
제출해야만 출석인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교수자의 주차별 수업자료 제공과 학습자의 주차별 과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다. 다만 과제의 난이도는 주차별 수업자료에 대한 확인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면 된다.
｢스피치 트레이닝｣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주차별로 학습자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각 주차별, 학습자
별로 DOOR를 통해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표 1] 2020-1학기 ｢스피치 트레이닝｣ 주차별 온라인 과제 제시
주차

과제내용

1주차

<1주차 출석인정 과제>와 관련하여
① 첨부파일 1 - <스피치 트레이닝> 강좌 기본 소개 자료
② 첨부파일 2 - 교수계획서(주차별 강의내용 포함)
③ 첨부파일 3 - 온라인 수업대체(과제물 관련 양식) : 첨부파일 양식을 반드시 활용하여 과제 제출.
④ 과제물 주제-1) 스피치 트레이닝을 수강하게 된 동기 및 교수자에게 바라는 점
2) <성격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 자유롭게 소개하는 글 제출.

2주차

-<동영상 강의>와 <발표불안지수 점검>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탑재. 예를 들면 나에게 필요한 부분,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점등 자유롭게 정리

3주차

-<3주차 발성트레이닝> 강의관련 동영상 제작 제시
-<발성>과 관련한 3주차 동영상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1주차 제출한 과제의 대본을 1분 내의 음성을 녹음하여
녹음 파일을 탑재.

4주차

-<4주차 발음트레이닝> 강의관련 동영상 제작 제시
-<발음>과 관련한 4주차 동영상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주차에 제출했던 자신감 있는 나만의 스피치> 과제에
대해 핵심 있는 부분만 간추려서 1분 내의 분량으로 정확한 <발음>과 <발성>을 구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3주차와
동일하게 녹음 파일 탑재.

5주차

-<5주차 호흡, 포물선화법> 강의관련 동영상 제작 제시
-<신윤주5주차 스피치 트레이닝 중간점검> 강의 동영상 제작 제시 - 2주차부터 4주차까지 제출한 과제에 대한 전체
피드백 및 트레이닝 진행영상물.
-<전공 혹은 진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대본을 작성, 1분내외로 음성 녹음파일 탑재.

6주차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30분 ZOOM 수업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 평가비중 변동사항 공지, 향후 진행될 수업 내용 및 수업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점 진행.
-35명 전원 참석. 자기소개 진행
-ZOOM 강의를 통해 좋았던 점과 보완이 필요한 점들을 간략하게 작성

7주차

-2020년 4월 28일(화) 오후 2시 30분 ZOOM 수업 진행
-<오프닝과 클로징>코멘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 32명 참석
-나만의 오프닝과 클로징 코멘트 만들어보기

8주차

-2020년 5월 6일(수) 오후 2시 ZOOM 수업진행
-7주차 이론 접목 나만의 오프닝 스피치 진행

134

●

세션 2 시대 변화와 교양교육의 책무

4.2. 교수자의 피드백을 토대로 학습자의 ｢셀프 피드백｣
학생들은 이론을 수용하는 기간의 틈을 두고, 3주차, 4주차, 5주차에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고, 자신의 과제에 대한 셀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최초에 본인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했다.
2주차 발표불안지수 체크하는 단계부터 3주차, 4주차, 5주차 3회의 녹음파일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
로 3회보다 4회가, 4회보다 5회가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학생들의 스피치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3월 23일(월)부터 4월 17일(금)에 걸쳐 3회의 녹음파일 과제에 대한 학생들과의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결과, 35명 중 21명 71%가 본인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진행될수록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과연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녹음파일에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답했다.
즉 3회의 개인녹음파일 과제 제출을 하는 사이 학생들 대부분이 익숙해져 버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고,
개인 녹음 파일제출이 아닌 다른 수업 진행 방식이 필요했다.

4.3. 팀 활동을 통한 ｢상호 피드백｣
현재 본 논문을 작성하는 시점은 7주차와 8주차에 해당하는 시기로, 팀 활동은 9주차(2020. 5.11)부
터 13주차(2020. 6. 8)까지 5주간 진행되므로 향후 보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4.4. ZOOM수업 ｢카카오톡 단체 오픈 채팅방｣
교과목마다의 교육목표와 수업방식이 제각각이듯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의 범주 역시 사용하기에
따라 다양한 결과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스피치 교과목을 통해 <카카오톡 단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학습자들의 참여도와 수업활동 이후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즉각적
상호피드백을 통해 자기점검을 진행하는데 있어 효율성이 있음을 확인바 있는 만큼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역시 개인역량 점검이 끝난 5주차를 기점으로 학생들에게 ｢동의대학교 스피치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였다. 카카오톡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의 역할로는 ①6주차부터
진행되는 ZOOM 수업진행 일정 안내 ②ZOOM 수업진행 규칙 안내 ③매주 ZOOM 수업 종료 후 수업내
용의 핵심 키워드 접목 중요도 전달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좋은 효과를 냈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적극적인 리더십은 결국 학생들 입장에서 비대면임에도 항상 교수님과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수강생들이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한적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긍정적으로 이어가는데도 주요하게 작동되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2020년 4월 23일 KBS 다큐인사이트에서 ｢OECD 학습 나침반으로 찾아낸 TEN 미래교육의 10가지
단서｣를 통해 미래교육에 대해, 미래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 보도된 바 있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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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역량국장 안드레아스 슈라이허는 “4차산업혁명으로 가르치는 방식과 학습 과정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반응하는 대신 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안정적인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KBS1 다큐인사이트 TEN미래 교육 10가지 단서로 ① 생각의 방법을 기르는
지식 교육 ②교과 넘어 다양한 기량 ③ 가치관이 있는 성장 ④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 ⑤갈등해결능력
⑥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 ⑦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변혁적 능력 ⑧교사 주도성 ⑨학생 주도성 ⑩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로 제시했다.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
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중심을 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무엇보다 ｢급변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수자의 역할과 대학에서의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방식 활로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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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으로서의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

황성근(세종대)

연구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가의 온라인 수업이 갑작스럽게 도입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스피치 트레이닝”의 사례를 통해 교양교육으로서의 온라인 수업 활용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연구는 무엇보다 온라인을 접목한 수업방식에서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수자의 역할과 대학에서의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방식
활로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연구는 기존 오프라인의 수업에서 도입된 온라인 수업의 진행 방식과 운영, 동영상 강의를 위한
매체의 활용, 온라인상의 학생들과의 피드백 등에 대해 담고 있으나 완성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연구계획의 선에서 머무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연구가 수업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심화적으로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연구 진행상 또는 온라인 수업의 데이터
의 생산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는 온라인 수업 “스피치 트레이닝”에 대한 데이터가 연구 데이터로서 온전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 현재의 수업은 온라인 “스피치 트레이닝” 수업의 완결되게 세팅된 상태의 진행보
다는 급조된 측면이 있다.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1주에서부터 5주까지는 PPT를 활용한 육성 또는
교수자 출연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고 6주부터는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다. 현재의 수업은 상황의 급변에 따른 과도기적인 진행방식으로 판단된다. 만약 현재 수업의 데이터를
연구한다면 앞으로 온라인 수업도 현재의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수업에서 교수자의 피드백과 교수자의 피드백을 토대로 한 학습자의 셀프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교수자의 피드백은 학생들의 육성파일을 통해 진행하고, 학생들은 교수자의 피드
백을 토대로 자신들의 음성녹음 파일을 다시 점검 또는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부분이 과정상 비효율성 또는 번거로움을 야기하지 않는지 그리고 현재의 스피치 트레이닝이라는 수업
효과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스피치는 청중을 앞에 두고 실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피치 행위를 온라인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수업 진행상 <카카오톡 단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학습자의 참여도와 수업활동 교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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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즉각적 상호피드백을 유도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기점검 등의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수업의 공지 내용을 게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카카오
톡 채팅방의 활용은 관점에 따라 활용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닌가 싶다. 대학의 교육은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자 주도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 채팅방 운영이 교수자의 적극적인
리더십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다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교육상 실질적으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선구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지만 추후 동의대학교 교육 혁신처 행정부서와의
면밀한 논의를 통해 설문데이터를 수치화를 통한 객관적인 논의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과도기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의 설문 데이터가 온라인 수업의 수업 방식과 교수자의 역할,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데이터로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닐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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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으로서의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의 이해
- 단국대학교 <명저읽기> 사례를 중심으로

오준영(단국대)

1. 서론
특수상대성 이론은 매우 교육적으로 어려운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을 발표한
것은 1905년의 일이지만,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과학자들조차도 그 이론이 펼쳐 보이는 새로운 세계상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적지 않은 세월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 이론이 물리학의 범주를 넘어서 철학으로
다른 영역인 문학사상으로 완연히 편입되는데 꼬박 40여년이 걸린 것은 그리 놀란 만한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이론이란 소수의 임의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수많은 관찰들
을 정확하게 설명해야하며, 미래의 관찰 결과를 분명하게 예측해야한다(Hawking, and Mlodinow,
2005, p.27). Hawking은 과학이론 형성과정에서, 개입되는 가장 중요한 인식적 가치 중의 하나인 단순
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의
구성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이론의 심오한 아름다움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두었다.
첫 번째, 우리는 단지 이 2개의 전제조건만 가지고 명석한 아인슈타인이 결과를 탐색해내는 것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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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이론적 배경: 좋은 과학이론이 될 수 있는 가치

그림 1. 과학의 법칙과 이론의 형성과정
표 1. Natural roles for epistemic values considerations in scientific method
Epistemic Values (Cognitive Values)
Aesthetics in science,
internal features
Kosso (2011), Coherence,

Non-epistemic values

knowledge in science,
external features

Sociocultural
Value

Correspondence

Psychological virtue,
Plausible

Coherence

McAllister (1996),
Aesthetic influence for
justification

simplicity, symmetry, unity

Kuhn (1977)

consistency
simplicity

accuracy scope,
fruitfulness

Sociocultural Value

Weinberg (1992),
Famous Scientist

simplicity, symmetry,
theoretical rigidity
(inevitability and necessity)

Correspondence

×

2. 아인슈타인의 이론 탐구과정

그림 1. 상대성 이론의 생성단계: 관찰 자료에서 출발

140

●

세션 2 시대 변화와 교양교육의 책무

2.2.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탐구과정
첫째, 모든 물체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즉 자연법칙은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된다.
둘째, 광속도 불변의 원리이다. 광속도 절대성은 광속도 불변과 상한을 말한다.

그림 2.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이론 간의 정합성

1.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
시간 팽창 (dilate time) 귀결(시간의 상대성)

그림 3. 상대적으로 빠르게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의 지연

그림은 지상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우주선을 관측한다고 하자. 이 기준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다. 광선이 아래위로 움직이지 않고 대각선으로 움직인다.
<전제체계> 만약 일정한 속도의 우주선 안에서도 광속이 일정하고, 일종의 사고실험인 광시계로 빛이
위와 아래로 왕복하는 데 걸린 왕복 시간이 측정된다면(A), <새로운 이론의 산출> 당연히, 상대적으로
빠른 운동을 하는 우주선안의 광시계의 왕복주기는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B). 이를 우리는
시간 팽창(dilate time) 혹은 시간 자연이라 한다.
이러한 시간 지연이라는 이론적 명제는 다음에 올 길이 수축의 명제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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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축소 (길이의 상대성)
<처음 전제체계(A)+ 시간 팽창(B)이라는 새로운 이론 추가하여, 새로운 전제체계>
일정한 크기로 관측되는 빛의 속도인 그 값이 변화가 없고(A), 이미 증명한 시간 팽창을 적용하여 일종의
사고실험인 시간이 팽창한다면, 즉 고유주기보다 길어져서(B) <새로운 이론 산출>결국 일정한 빛의 속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같은 비율로 공간이 축소된다는 새로운 명제(C)가 산출된다.
빛의 속도 일정(c) = 길이/시간,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지상의 2초가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는 1초가 된다고 가정하
자, 하지만 우주선 안에서도 같은 빛의 속도(c는 빛의 속도로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길이도
2배로 축소되어야한다.
시공간이 독립적이고 절대적으로 고정되어있다는 뉴턴역학이 형이상학적이라면, 절대적인 빛의 속도
가 불변성을 기준으로 물체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질 때, 시공간이 상대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2. 질량은 에너지 집합체이다.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이 증가한다.
<정의> 질량은 물질의 더 근본적인 성질, 곧 ‘운동 변화에 저항’하는 척도인 관성 크기이다.
Classical Newton's Second law,
만약,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일정한 힘을 가해주면 질량이 보존되기에 그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그
결과 속도는 무한정 증가하여 빛의 속도를 돌파할 수 있다 (그림 7, 뉴턴의 2법칙 참고).
하지만 <새로운 전제 체계> 만약, 낼 수 있는 속도에는 빛의 속도로 한계가 있고(A), 힘은 운동량의 변화를
초래하고(수정된 뉴턴의 제2법칙), 어떤 물체에 일정한 힘을 계속 가한다면,
<새로운 이론> 결국 운동하는 물체가 빛의 속도를 돌파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접근할수록
속도의 변화보다는 질량이 증가하여 속도변화인 가속도는 점점 작아져서 물체의 질량(D)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림 7, 상대론적 역학 참고).

속도

뉴턴의 2법칙

광속
상대론적 역학

시간
그림 4. 일정한 힘을 가할 때,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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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은 에너지의 다른 버전
뉴턴의 고전적 일과 에너지 관계(Newton's Work-Energy Relation),
어떤 물체에 일정한 일을 해주면,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다. 질량이 보존되기에 물체의 속력은
무한정 증가하여 빛의 속도를 돌파할 수 있다(그림 8, 뉴턴 참고).
<새로운 전제체계> 빛의 속도는 우주에서 최고의 제한 속도(A)+ 질량의 증가(D)+ (수정된 뉴턴의 일과
에너지 관계, Relativistic Newton's work-energy relation)
<새로운 전제체계>만약, 광속의 불변성은 바로 빛의 속도가 우주 속도한계(A)로 제한되기에 어떤
물체든 물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경우, 물체의 질량이 점점 증가(D)하고, 어떤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일과 에너지관계), <새로운 이론산출>결국, 외부에
서 해준 일(에너지)은, 물체의 운동에너지의 속력의 증가보다는 질량증가로 나타난다. 즉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E)라는 것이다(그림 8, 아인슈타인 참고).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²을 통해 정지질량은 곧 에너지라 천명했다. 그는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질량의 상대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정지해 있는 물체의 질량 즉 정지질
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E)라는 것이다(Spielberg, and Anderson, 1995. p.224).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이 정지 에너지에 더해, 속력에 따른 운동에너지를 가진다.

3. 결론
첫째, 특수상대성 이론의 전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가정은 모든 관성계 내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다는 갈릴레오의 상대성원리를 일반화한 것이
다. 역학, 즉 운동의 법칙에 한정되었던 상대성원리를 전기, 자기, 빛과 같은 모든 현상으로 확장한 것이다.
첫 번째 가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두 번째 가정이 나왔다. 빛은 광원의 운동이나 관찰자의 운동에
관계없이 언제나 속도 c로 공간에 전파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는 빛의 속도를 측정할 특정한 기준계
는 존재하지 않는다. 빛의 속도는 관측하는 기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빛은 어떤 기준계에서도
정지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 다는 생각은 절대적인 기준계 또는 더 특별한
기준계가 있다는 개념을 결정적으로 깨 버렸다(Vannucci, 2005, p.36).
특수상대성이론의 형성과정에서 개입되는 내적 가치인 인식적 가치는 무엇인가?
종합하면, 처음의 전제체계에서 연역된 이론들이 추가되어 새로운 전제체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산출된다. 산출된 이론들이 하나라도 제거된다면 전체의 이론체계가 무너지기에 아인슈
타인의 이론의 아름다운 특징은 필연성이다. 전혀 관계없는 물리량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서로
통합된다는 대칭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며, 뗏목이 서로 묶여있는 것처럼 구성 이론 간의 정합성을
보여준다. 시간과 공간, 또한 질량과 에너지가 하나의 행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점이다. 식을 이끄는 과정도
결코 복잡하거나 괴이한 것도 아니다. “광속도는 누가 보아도 일정한 속도로 보인다.”라는 것에서 출발해
서 과정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 누구든지 같은 결과에 다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단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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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시공간과 물질의 연결은, “물질이 있으면 주위는 일그러진다.”라는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완성된
다.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을 자연적, 기술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이론 자체의 미의 맥락에서 본다
면, 그것은 과학의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가능하고 과학적 발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에도 여전히 그러한지는 분명치 않다. 어쩌면 많은 이론들을
연결하는 상대성이론이 부분적인 이론인 뉴턴역학보다, 우리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들과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만족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를 이해하고자 갈망하였다. 그러한 지식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우리가 하나의 통합된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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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김, 2015.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 서울: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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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으로서의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의 이해 - 단국대학교
<명저읽기>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손연아(단국대)

오준영교수님의 흥미로운 연구에 대한 논평자로 토론할 기회를 주신 한국교양교육학회에 감사드린다.
오랫동안 통합과학을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적인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토론자에게
이번 오교수님의 연구는 통합과학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토론자는
오교수님의 발표내용을 이론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과학사적으로 유명한 세 명의 철학자이자 과학자들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 하는 시공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학과 전자기이
론의 통합이 과학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갈릴레오의 공간의 상대성과 시간의 절대성: 갈릴레오는 형이상학적 믿음으로 정지된 절대기준은
없고 등속 운동하는 모든 공간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상대공간과,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른다고 하는 절대시간을 상정하였고, 따라서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전하고 공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뉴턴의 서로 독립적인 공간의 절대성과 시간의 절대성: 형이상학적 믿음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
는 관성기준계를 갈릴레오와는 다르게, 뉴턴은 고정된 우주 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관성기준계를
다루는 절대공간을 이야기 했고, 또한 갈릴레오와 같은 맥락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른다는
절대시간을 상정하면서 신과의 조화를 기하였다.
 아인슈타인의 공간의 상대성과 시간의 상대성: 아인슈타인은 신과 조화를 이루려는 형이상학적
믿음보다는 갈릴레오의 관성기준계에서 빛의 속도가 동일하게 관측되므로 공간의 상대성뿐만 아
니라 시간의 상대성을 논리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론자는 오교수님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통합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오의 공간 상대성에 시간의 상대성을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뉴턴의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모든 관성계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물체를 위로 던지는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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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앞으로 발사하는 상황을 통하여, 관성계에서는 물체가 동일한 연직상방운동을 하고 빛은 동일한
속력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뉴턴역학과 전자기학의 갈등과 비대칭이 해소
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관성계에서는 두 이론이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갈릴레오와 뉴턴은 형이상학적 믿음인 신과의 조화를 위해 절대시간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아인슈타인은 두 이론 체계의 모순과 관측사실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갈릴레오와 뉴턴의 절대시간을
상대시간으로 바꾸고 대신 시공간 보다는 빛의 속도를 절대화하였다.
셋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과학이론의 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적 아름다움의
존재, 빛의 속도 절대성의 전제를 중심으로 하는 논리적인 단순성, 두 이론의 통합이라는 대칭성과 통일
성, 시간과 공간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필연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과거에는 과학적 발견으로 정리된 이론들은 그 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 인간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지만, 현대로 오면서 통합된 이론이 인간 생활과 다른 조건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있어, 때로는 완전한 통일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상대성이론은 우리의
일반적인 환경과는 다른 ‘속도가 빠르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 적용 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부분이
론인 뉴턴역학이 통합이론인 상대성이론보다 더 실용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들과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기존의 생각에 만족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갈망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교양교육을 통해 대학생들과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과학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과학이론은 확정적이지
않고 잠정성을 갖는다’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기존 이론들의 통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지식
탐구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이론이 정립되기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통합되고 통일된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교수님의 연구는 자연과학 또는 인문사회 분야를 전공하는 모든 대학생들이 교양으로 갖추
어야 할 소양교육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매우 적절하고 매력적인 연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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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1 대학평가⋅재정지원사업과 교양교육의 변화

●

대학평가⋅재정지원사업과 교양교육의 변화
- 인제대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연(인제대)

필자는 최근 4년 동안 대학평가⋅재정지원사업의 보고서 집필에 참여하였다.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 보고서 내용은 편람에 제시된 각 항목별 평가지표에 맞추되 본교 2014년 중장기발
전계획(‘New Vision 2025+’)을 근거로 작성해야 했다. 집필 과정에서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
4차 중장기발전계획서의 수정이나 5차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나온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 진솔한 보고서이기보다 평가를 위한 평가, 진단을 위한 진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본 발표에서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본교 교양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학사관리-수업관리-수업관리 엄정성(해당연도: 2014학년도)
2013학년도까지 교양선택 교과목의 수업시간표는 월 7,8/수 9교시 또는 화 7,8/목 9교시로 운영되고
있었다. 9교시 수업 대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수업결손 방지를 위해 2014학년도부터 9교시 수업이
폐지되었고, 총 76개 교양선택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3학점에서 2학점으로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수업내
용이 불완전한 비슷한 성격의 교양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일부 교양전담 교수에게는 책임시수가 부족한
상황도 벌어졌다. 2014년에는 문⋅이과 융합, 교양교육 강화시스템 구축, 교양교육 융⋅복합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기존 기초대학을 폐지하고 문리과대학 내 교양학부를 신설하였다.
□ 2016년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교육과정-교양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교양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
(해당연도: 2013-2015학년도)
인성교육 강화, 핵심역량 체계화, 융합기초학문 교양교육을 위해 인성교양, 기초소양교양, 균형교양,
일반교양 4개 영역으로 편성하였다. 대학의 인재상인 ‘인덕성(仁德性)을 갖춘 탁월한 Global 인재’ 구현을
위해 인성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교양필수 교과목을 운영하고, 교양선택 교과목보다 교양필수 교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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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인성교육 특성화를 위해 교과 외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인성교양영역에는 교양필수인 ‘한문Ⅰ⋅Ⅱ’, ‘대학생활과 진로’, ‘전공지도Ⅰ~Ⅷ’, 교양선택인 ‘예체능
입문 및 인성교양 영역’, ‘교양자원봉사론’, 자유선택인 ‘사회봉사Ⅰ⋅Ⅱ(국내)’와 ‘사회봉사Ⅲ⋅Ⅳ(해외)’
를 편성하고 최소 7~11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비교과로 운영해오던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교양자원봉사론’으로 편성하고, 이 외에도 ‘사회봉사Ⅰ⋅Ⅱ’와 ‘사회봉사Ⅲ⋅Ⅳ’를 편성⋅운영함으로써
사회봉사를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하였다. 기초소양교양영역에는 의사소통 교과목인 ‘언어와 표현’, ‘논리
와 사고’, ‘영어Ⅰ⋅Ⅱ’, ‘영어회화’를 교양필수로 편성(최소 이수학점 12)⋅운영하였다. 균형교양영역에는
인간과 문화, 사회와 역사, 자연과 기술, 정보화와 컴퓨터 4개 영역(교양선택)을 편성하여 전공분야 외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계열 간 교차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일반교양영역에는 자유선택으로 영어능
력인증제영역, 취업과 진로영역, 자유선택영역, 외국인교환학생영역, 군사학영역이 편성되었다.
2013-2015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졸업이수학점은 27학점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인성교양영역
의 ‘교양자원봉사론’ 교과목은 기초학문으로서의 학술성이 떨어지는 교과목이었으며, ‘대학생활과 진로’,
‘전공지도 Ⅰ~Ⅷ’는 비교과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등 교양 교육과정 편성대상으로는 부적절한 교과목들이
개설되었다.
□ 2017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1차년도
 인문학 발전계획 이행 실적-인문학 발전계획 대비 실적-교양 교육과정(해당연도: 2016학년도)
2016년 5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선정된 대학
을 최종 발표했다. 사업기간은 3년의 재정지원과 5년의 모니터링이라는 총 8년이 주어졌다. 따라서
5년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매년 핵심성과지표를 명시하고 이를 철저히 달성해야하므로 2023년까지는
모든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본교는 PRIME 사업취지에 적합한 사회수요 연계 교육과정으로 인성교육 기반 핵심역량교양, 융합기
초학문 교양 교육과정, 인성교양학(자기설계전공),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등 교양 교육과정 혁신을 계획
하였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전공교육 충실화 계획으로 모든 학과(부)의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공 교과목을 교양 교과목으로 개발하고, 교원감소로 인해 기존 전공과목이 폐강된 경우
동일한 명칭으로 교양 교과목을 개설(전공과목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양교육원
을 신설하여 사회수요 반영 기초교양교육을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1차년도 PRIME 사업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기초소양과 직업윤리교육 강화
를 위해 인문학과 관련된 교양필수 교과목(‘문학의 세계’, ‘역사의 이해’, ‘삶과 철학’)을 신설(4학점 의무이
수)하여 이를 포함한 인문학 영역은 총 8학점으로 이수학점이 상향 조정되었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양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영역을 신설하였다.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양교육의 균형유지 전략으로 인문계 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양 교과목 확대 및 이수 의무(‘Big
Data’, ‘FinTech’, ‘3D 프린팅’, ‘AutoCAD’, ‘Python 프로그래밍’, ‘웹과 앱 개발’, ‘3D프린터와 창업’
등), 소통능력 강화 교양 교과목 확대(‘시사토론’ 등 토론식 강좌 확대), 창의력, 문제해결 역량 배양 교양
교과목 확대(‘논리와 사고’, ‘글쓰기’ 등)를 추진하였다. 또한 대학생활과 진로, 영어인증제 교과목, 특허
및 취⋅창업을 위한 교양 교과목 개설 등 취업교육을 교양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취업 교과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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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산업수요를 학부교육에 반영하는 PRIME 사업에서는 기초학문과 인문학 전공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문학의 세계’, ‘역사의 이해’, ‘삶과 철학’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인문교양교육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과 유사한 교과목들이 기존 크로스웨이영역의 인간과 문화, 사회와 역사 영역에
다수 편성되어 있었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소양 함양은 교양교육의
목표가 아니며, 인문학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교양교육 내실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은
교양기초교육 과정을 통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포함한 기초학문 분야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1, 2).
□ 2018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발전계획 및 성과-발전계획과 대학 운영과의 연계-교양 교육과정(해당연도: 2015-2017학년도)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에는 PRIME 사업의 교양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소프트웨어영역을 신설하여 전 학과(부) 2학년 대상으로 2학점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였다. 크로스웨이영
역 해당 교과목은 기존 38개에서 55개로 확대 개설되었으며, ‘문학의 세계’, ‘역사의 이해’, ‘삶과 철학’
교과목을 포함하여 인문학 교양 교과목을 8학점 의무 이수하도록 하였다.
□ 2018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2차년도
 인문학 발전계획 이행 실적 및 계획-인문학 발전계획 대비 실적-교양 교육과정
(해당연도: 2017학년도)
2차년도 PRIME 사업은 인문학 교양 교육과정 및 교과목 평가와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인문학
교양 교육과정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운영, 인문학 교양 교과목 교재개발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인문학 교양교육 강화에 힘썼다.
□ 2018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2단계
 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의 절차와 방법
(해당연도: 2015-2017학년도)
학제적 융합교육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인문학 및 인성교육 함양 등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또는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신규 개설된 ‘문학의 세계’, ‘역사의 이해’, ‘삶과 철학’
교과목 중 4학점을 이수하도록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수요를 대비하여 소프트웨어영역을 신설하여
창성역량을 강화하였다. 한편, 교양 교육과정 관련 조직의 변화로 2016년 9월 교양 교육과정 총괄 관리
및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교양교육원’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PRIME 사업의 교양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다.
보고서에서는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2017년 10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교육 기본 컨설
팅’으로 교양 교육과정을 재정비하였다고 한다.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에 따라 대영역 체계를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으로 형식상 분류하였을 뿐 실제로 ‘기본 컨설팅’의 진단결과는 교양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영역과 교과목들은 체계적이지 않고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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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었다. ‘대학생활과 진로’와 같은 비교과 성격의 교과목이 ‘기초교육’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며,
2학점으로 편성된 크로스웨이교양영역 교과목은 모두 3학점으로 조정해서 교육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했
어야 했다. 기초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교양교육 영역의 비중이 낮았다. ‘대학 교양교육
기본 컨설팅’ 진단에서는 소양교육의 대폭적인 재정비를 권고했다. 기존 소양교육 관련 교과목들이 여러
곳에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3).
본교는 2단계 기본역량 진단을 준비하면서 핵심역량과 교양 교과목의 일대일 매칭을 처음으로 시도했
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필자는 역량기반 교육을 위해 대학의 핵심역량을 교과목의 학습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게 되었다.
□ 2019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종합평가
 인문학 발전계획 이행 실적 및 계획-인문학 발전계획 대비 실적-교양 교육과정
(해당연도: 2016-2018학년도)
3년 간 PRIME 사업의 인문학 발전계획 이행 실적으로 인문학 교양 교육과정 체계화 및 내실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양전담조직으로 ‘교양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양교육의 독립
성을 확보하고 체계를 강화를 시켰다.
교양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재정립하였
다. 기존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2원 체제에서 교양, 전공, 선택 교육과정의 3원 체제로 개편하게
되며, 교양교육 이수학점을 27학점 이상에서 35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을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의 3개 대영역으로 구성한다. 사실상
위 내용들은 2018년 8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교육 심화 컨설팅’의 진단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 2019년 ‘2016년 인증대학’ 인증자격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대학경영-교육목표 및 인재상-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학습성과 관리 및 운영 실적
(해당연도: 2016-2018학년도)
인재상(인성)에 부합하는 학생 학습성과 관리 및 운영 실적으로 ‘사회봉사Ⅰ⋅Ⅱ’와 ‘사회봉사Ⅲ⋅Ⅳ’
교과목을 정규 편성하였다. 인성교육 관련 교양 교과목은 2016년 60개에서 2017년 123개로 증가(105%
향상)했다. 인재상과 관련하여 인문, 소프트웨어, 외국어 등 다양한 교양교육영역을 구성하고 각 영역별
교과목들은 핵심역량과 연계되도록 편성⋅운영하였다. 의사소통 교과목(‘영어Ⅰ⋅Ⅱ’, ‘영어회화’, ‘언어와
표현’), 사고교육 교과목(‘논리와 사고’),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진로⋅취업 지도 교과목(‘대학생
활과 진로’)을 교양필수로 편성하여 핵심역량을 제고하였다. 2018학년도 전체 개설 교과목(947개) 중
교양필수는 645강좌(68%), 교양선택은 302강좌(32%)로 교양필수로 편성된 강좌 비율이 높다. 또한,
핵심역량 제고 실적으로 인문학 강화 및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인문교양영역을 신설(8학점 의무 이수)하
고, 지식 정보화⋅융합 시대를 대비하여 소프트웨어교양영역 신설(창성역량 강화)하였다.
4차 중장기발전계획 교육분야 주요 추진실적(’17-’18)으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교육 컨
설팅’을 통한 교양 교육과정 재정비 등 지속적인 개선을 언급하였다. 대학 교육과정 체계를 교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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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교양교육 영역은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 모델’에 근거하여 기초⋅교양
⋅소양 교육으로 재편하였다. 그리고 교양교육원과 문리과대학의 교양학부, 외국어교육원을 하나의 교육
기관으로 통합하여 교양교육 전담기관인 ‘리버럴아츠칼리지(i-LAC)’를 설립한다. 이는 2018년 8월 한국
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교육 심화 컨설팅’ 후 진단결과를 이행한 것이다.
□ 2020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1차년도
 1차년도 사업 성과-핵심성과(해당연도: 2019학년도)
본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의 기본구상은 통일학 관련 교양 교과목을 개설하여 비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보편화시키고, 기존 자기설계전공인 통일학을 i-LAC으로 편입시켜 통일
교육 확대를 통한 교양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1차년도 사업성과로 통일학 교양 교과목 운영(1학기 3개. 2학기 4개)을 들 수 있다. 기존
개설된 교양 교과목 ‘통일문제의 이해’ 외에 ‘남북교류협력과 지역사회’, ‘북한사회와 일상’ 교과목을 추가
개설하여 2019학년도 1학기에는 총 3개 교양 교과목이 운영되었다. 또한, 2019학년도 2학기에는 ‘북한
의 문화예술’을 이중설강으로 편성하여 총 4개의 통일학 교양 교과목이 운영되었다. 그 결과 자기설계전
공으로 통일학 관련 교과목을 운영했을 때보다 많은 수강학생을 유치할 수 있었다(수강인원 8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총 641명 수강).
또 다른 성과로는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사회와 일상’, ‘남북교류협력과 지역사회’ 교과목의 교재 개발
로 2020학년도부터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통일학 교양 교과목 수강학생(2학기 315명)을
대상으로 학생요구도를 조사하여 수업 전후 인식조사를 통해 비전공 학생들의 의식을 개선하였다. 향후
3개의 교양 교과목과 1개의 이중설강 교과목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다.
교양-전공 이중설강(Double Listing) 제도는 기초학문분야의 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인간, 자연,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안목과 통찰력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보편적이고 기반적인
내용의 전공과목을 교양 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중복하여 편성, 운영하는 과목을 말한다(3). 교양 교과목
은 특수하지 않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인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 즉, 교양교육은 직업교육이
나 특수 전문교육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학문 전 분야에 기초가 되는 넓은 범위의 지적 식견을 포괄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4).
□ 2019학년도 교육과정
본교는 2017년 ‘기본 컨설팅’과 2018년 ‘심화 컨설팅’ 이후 진단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교양교육발전TF 구성, 교직원 설명회, 단과대학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양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
였다. 외부 교양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4차에 걸쳐 ‘교양교육의 이해(왜 교양교육인가?,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혁신, 누가 교양교육을 하는가?)’, ‘교양 교육과정(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목 모델
1, 교과목 모델 2)’, ‘교양교육의 거버넌스(i-LAC의 방향성, 교양교육의 새로운 거버넌스, 교양기초교육
혁신을 위한 단국대학교의 도전, 전공-업무 일치도와 Soft-Skills)’, ‘교육의 성과 및 질관리(미국 AAC&U
의 학습성과 성취수준 루브릭 소개, 핵심역량과 교양교육, 교양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환류체계,
대학성과관리 체제 구축 및 사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교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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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2019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에 이른다.
대학 교육과정은 교양 교육과정(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 전공 교육과정[학과(부) 전공], 선택
교육과정(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교직과정, 실용외국어, 예체능, 취업과 진로, 군사학, 기타)
의 3원 체계로 재정립하였다. 교양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최소 27학점 이상에서 35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교육영역에는 사고교육(2학점), 의사소통[한국어(2학점), 외국어(6학점)], 정보문해(2학
점), 수학 및 기초과학(2학점) 영역으로 분류하여 교과목들을 개설하였다. 기존 크로스웨이영역에 편성되
었던 4개 영역(인간과 문화, 사회와 역사, 자연과 기술, 정보화와 컴퓨터)의 계열 간 교차 이수 제도를
폐지하고, 교양교육영역으로 변경하여 인문학(9학점), 사회과학(6학점), 자연과학(6학점) 분야 교과목을
고르게 이수하도록 하였다. PRIME 사업의 인문학 강화 정책으로 인해 인문학 영역의 이수학점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양교육영역은 ‘인성 및 인제정신 영역’을 편성하고 교과목을 개발하는 중이었다.
한편, 선택 교육과정에는 ‘심화 컨설팅’ 진단결과 교양 교과목 적합성에서 유보 또는 폐지에 해당되는 일부
교과목들이 편성되었다.
2019년 3월 교양교육 전담기구인 ‘리버럴아츠칼리지(i-LAC)’를 설립하였다. i-LAC은 리버럴아츠칼
리지위원회와 리버럴아츠교육팀(행정실), 3개의 센터(기초교육센터, 교양교육센터, 소양교육센터), 3개
의 자기설계전공(인당글로벌리더스, 통일학, 인성교양학)으로 구성되었다.
기초교육영역 내 사고교육영역에는 유사 교과목들(‘비판적사고’, ‘논리적 사고’, ‘철학적 사고’)이 혼재
되어 있었으며, 의사소통영역 내 한국어영역의 ‘논리와 토론’과도 중복 편성되어 있다. 개별 교과목의
차별화된 수업내용을 제시하거나 한 과목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용적 글쓰기’는 무엇이
실용적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의사소통영역 내 외국어는 교과목 수도 많고 편성된 학점(6학점)도
높다.
□ 2020학년도 1학기 교양 교육과정
2020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은 인성을 함양하고 문해력을 기르며 기초학문영역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개편되었다. 대학 교육과정을 교양, 전공, ACE로 구성하고, 교양 교육과정은 2019학
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초, 교양, 소양 교육영역으로 구분했다. 여전히 기초교육영역 내 일부 영역의 비중이
높다. 선택 교육과정은 ACE(Applicable Course of Electives) 교육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대적
변화요구와 학생수요를 반영하는 도구적 실용지식 교과목(AI와 컴퓨터 활용영역, 실용외국어영역, 진로
교육영역, 취업과 창업영역, 지역 및 산학연계영역, 생활과 기술영역, 인허가영역, 교직영역, 외국인학생
영역, 군사학영역, 기타)으로 편성하였다. 2019학년도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기초교육영역 내 정보문
해영역을 ‘데이터사이언스’와 ‘코딩’으로 다시 나누었다. 기존 교과목들은 코딩영역에 편성하고, 신규
교과목 ‘데이터사이언스 기초’를 개설하여 데이터사이언스 영역에 편성하였다. 그 외 교양교육영역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영역에 신규 교과목들이 개설되었다.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서는 소양교육영역 교과목 자체의 적정성 요건으로 “학술적 수준이
대학교육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체험교육의 중심이 되는 인성함양 교과목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지식의 습득과 인격의 연마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소양교육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체험교육 및 교시 구현/신입생 정착/학생지도 관련 소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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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2017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자유선택영역의 인성교양영역과 예체능교양영역, 사회봉사, 대학생활과
진로 등은 대표적인 소양교육 성격의 영역(또는 교과목)이다. 개편된 2020학년도의 소양교육영역은 ‘대
학 교양교육 컨설팅’에서 제안한 가칭 ‘인성 및 인제정신’을 수용하고 소양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정서적 체험’은 음악 교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편성체계가 미흡하다. 이는 2018년
‘대학 심화 컨설팅’ 결과 교양 교과목 적합성에서 유보 혹은 폐지 권고를 받은 소위 ‘꿀강’ 교과목들이
2019학년도에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이들 중 일부 교과목이 2020학년도에 소양교육영역으로
재편성되었다. 이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목(인제새내기세미나/진로탐색 등)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비교
과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4).
2주기 대학 기본역량 2단계 진단 이후 본교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창의, 융복합, 소통,
협력, 도전)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하는 점이 교양교육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제적 융합교육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문⋅사⋅철 인문학 교과목과 소프트웨어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융합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수 없다. 융복합교육을 통해서 키우려는 것은 학생의
융복합적 사고 역량의 배양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동기와 열정이 요구되고 자기주도 학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5). 학생들은 전공 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지식들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는 기본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의 구성원들은 융합교육
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을까? 기존 교양 교과목들이 여전히 지식 또는 내용 전달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의 수업설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존 교과목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지식이 의미를 가지려면 지식 전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면
서도 창의, 협력과 같은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및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방식을 고려해야 한다(6).
대학의 학과 중심 문화와 학사구조, 교양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교양교육에 참여하는 교수로
인해 교양교육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실화를 이어오고 있다(1).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반복하면서 교양교육의 발전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를 반영하
는 것으로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각종 재정지원사업(PRIME
사업,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교양교육이 심각하게 왜곡되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본교는 2018년 각고의 노력 끝에 2019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2019년 ‘리버럴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를 설립하였다. 예전의 ‘기초대학’이나 ‘교양대학’도 아닌 ‘리버럴아츠 칼리
지(i-LAC)’라고 명명한 것은 단순히 ‘리버럴아츠 칼리지’를 표방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교양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리버럴아츠’는 넓은 의미의 인문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른바 문⋅사⋅철로
대변되는 좁은 의미의 인문학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 추구해야 할 ‘리버럴아츠’는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등의 기초학문을 두루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실용을 추구하는 내용이나 전문 직업교육은
해당되지 않는다(7).
본교 교양교육이 진정한 리버럴아츠의 취지를 살리고 교양기초교육을 잘 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컨설팅에서 지적한 것처럼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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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목표와 교양 교육목표 사이에 체계적⋅유기적 연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2018년 8월 ‘대학
심화 컨설팅’ 진단결과는 2019학년도 1학기에 개설 예정인 교양 교과목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검증
한 것이다. 따라서 2019년에는 2학기에 개설될 교과목들과 최대 100명 수강인원으로 진행되는 OCU,
KCU 교과목들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필요했었다. 더욱이 지금은 2020학년도에 신규 개설된 교양 교과
목들과 OCU, KCU 교과목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금은 교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자체진단과 수업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필자는 선택 교육과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교양 교육과정에 부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면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그들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교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본질적 책무를 갖고 있다. 대학이 갖춘 인적자원인 교수들이 전 학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균형 잡힌 학습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교육 담당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없애고 교수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이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교과목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교수개발을 통해 교양기초교육에 종사하는 전담 교⋅강사들은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8).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중심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교양교육이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
십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양교육의 기관장은 교양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이해가 있는 분이 맡아
야 한다(1). 지금까지 전공 학과(부)에서 온 교양교육 부서장의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의지에
따라 수많은 소속 교원들의 사기는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지난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에서 분반이 많은 교과목에서 외래교수를 특정 학과나 교수의 추천만으로
임용하여 지적 받은 바 있다. 강사나 교원 채용 시에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리버럴아츠교육
에 부합하는 전공자이되 부족한 분야의 우선 선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교양교육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초학문의 조화와 협력의 토대 위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앞두고 일부 대학은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평가지표에 맞는 ‘실적 쌓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기본역량 진단 2단계에서
는 기존 교양 교과목들을 핵심역량과 겨우 맞추어 나열하고 매트릭스를 이용해 핵심역량 제고 실적을
보여주는 등 평가지표 맞추기에 급급했었다. 3주기 평가지표에서 ‘교양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의 배점이
높은 만큼 지금은 교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내실화에 집중할 시기이다. 단시간에
규정을 개정하여 직제를 변경하는 것으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타 대학의 교양교육 사례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준과 대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교양교육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 대학은 기존의 교양교육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해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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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양교육에 대한 성찰

박성미(동서대)

1. 서론
 2000년대 이후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은 한 마디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기초학문분야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양 교육은 큰 변혁을 하게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규제개혁 정책과 경쟁촉진 정책을 통하여 대학교육 전반에 걸친, 더 구체적으로 교양
교육과정의 사회적 적시성 제고를 주문하고 있다(백승수, 2013).
 이처럼 규제와 경쟁이라는 정책 구도 속에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었고, 이러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없으며 앞 다투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그 교육적 노력을
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양 교육과정에 큰 변혁을 이루게 한 ACE사업, Core사업 등은 교양 교육과정의 선진적
변화를 주문하였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환경변화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발전이 자생적이기보다는 외부적 압력에 의한 구조적
경쟁구도로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 교육과정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진중하게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지평으로
써의 교양교육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교양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교육적 성과를
검토한 후 대학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양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재정지원사업과 교양교육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대학들로 하여금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계기를 만들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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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사업은 ACE사업(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Core사업(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혁신사업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교양 교육과정에 있어
양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 이 중에서도 ACE사업은 독보적으로 교양 교육과정에 많은
개혁을 이루어내었다(배상훈 외, 2017; 백승수, 2013).
 2017년부터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으로 확대⋅개편된 ACE사업은 교양교육을 중심으
로 하는 학부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대학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연구에
주로 관심을 두었던 대학 사회에서 ‘교육’ 특히 ‘교양기초교육’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키고 투자를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15). ACE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선진화 계획은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6년 CORE 사업은 인문기반 기초교양 교육과정 혁신방안이라는 교양교육 운영체계를
도입하면서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게 되었다(강민희, 이승우, 2017).
 이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환경변화로 교육부는 2014년 1월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1주기 구조개혁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표는
제외되었고, 2단계에 해당되는 대학만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8년 2주기 구조개혁에서는 교육과정(교양, 전공 교육과정)이 대학평가의 지표에 포함되
었다. 2주기 구조개혁에서는 교양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평가환류 체계와 절차를 강조하
였다.
 이제 3주기 구조개혁에서는 교양교육의 포지션이 더 도드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양교
육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크다는 대전제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3주기 구조개혁에서는 교양
교육과정, 교양 교과목 등의 평가환류 체계로 인한 환류 실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의
주체,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한 교육의 성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되, 평가 및 환류체계가 구축되어서 그 실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1)
 이처럼 교육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혁신의 기준은 다름아니라 OECD(2018)의 DeSeCo프로젝
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OECD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 교양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통해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등 지식의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기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핵심역량을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통해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및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 윤리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는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윤유진, 이연주, 2018).2)
1)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이란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역량개념이 대학교육과정의 대안적
담론으로 급속히 부각되었다. 역량이란 현대 사회의 변화를 감내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 개념은 특정 직업수행에 필요한 특수역량을 넘어 삶의 총체적 이상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역량은 총체성, 수행성, 가동성, 맥락성 그리고 학습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며, 대학교육과정에서는 지식, 기술, 태도 및
동기를 포함한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서의 학습 가능성을 전제한 맥락에서 역량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2)

OECD(2018)가 강조하는 핵심역량의 범주는 첫째, 자율적 행동(자기관리), 둘째, 타인과 상호작용(대인관계관리), 셋째, 도구활용
(SNS 등 인터넷 정보)으로 구분하였다. OECD 주요 핵심역량을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나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형성 능력, 인생계획 수립능력, 자신의 합당한 권리 및 이해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협동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언어/상징/텍스트의 활용 능력,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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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지원사업과 교육성과
 대학의 교육성과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물론 교육성과의 기준은 다양하
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양 교육과정의 기반을 역량으로 삼고있는 전제하에 교육성과는 학생들
의 역량 함양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겠다. OECD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
원사업의 교육성과는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그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투입으로 대학교육의 성과를 분석하는 일부 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교육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양 교육과정의 목표로서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 정도
 배상훈 등(2017)은 ACE사업에 대한 대학과 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교양기초교육’강화
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ACE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실증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교양기초교육의 교육성과로서 대학생의 글쓰기, 말하기, 비판적 사고력, 통계적 분석력, 협동
능력, 다양성 이해, 현실문제 해결, 가치관 형성, 건전하고 교양있는 시민의식 형성 등 총 9가지
역량 또는 태도의 함양 정도를 분석하였다.
 9가지 역량 또는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글쓰는 능력 ②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말하는 능력 ③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④ 수치와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⑤ 미래 희망 직업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⑥ 다른 사람과 함께 효과적으로 협동하여 일하는 능력 ⑦ 나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명확하게 형성하
기 ⑧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이해하기 ⑨ 현실 세계의 복잡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⑩ 넓은 안목을 가진 건전하고 교양있는 시민의식 등이다.
 그 결과, 9가지 역량에서 ACE대학이 비ACE대학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ACE사업이 목표로
하는 대학 차원의 교양기초교육 내실화가 학생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성과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 ACE대학들이 받는 재정적인 혜택과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무형의 브랜드
효과가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다.

2) 교양 교육과정 운영 체제의 성과
 ACE사업 선정 대학의 대표적인 교양 교육과정 운영성과 내용은 교양 교육과정 질 관리 노력,
인성교육 중심 교양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문 중심 교양 교육과정 운영, 융복합 교양 교육과정 운영,
교양교육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밝히고 있다(권충훈, 2017). 이는 ACE사업 선정 대학의

등을 제시하였다(윤유진, 이연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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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교양 교육과정 발전계획의 내용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교양 교육과정 전담기구의 확충,
인성교육 중심 교양 교육과정 강화, 창의및 융복합 교양 교육과정 운영, 핵심역량 중심 교양 교과목
확대,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목 확대 등에 있어 양과 질적인 성장을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3) 재정지원사업의 또 다른 성과 : 비교과 프로그램의 수확
 재정지원사업으로 뜻 밖의 성과가 이루어진 영역이 바로 비교과 영역이다. 재정지원사업시 비교과
영역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선에서 권장하였다. 이로인해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하
여 교양 교육과정의 양과 질적 측면의 성과에 기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현우, 2018).
 대학에서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재학생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비정규
교육과정인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교양교과목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수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교과 프로그램의 설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는 결국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교양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체제를 갖추고 교양 교과목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맺는 말
 2001년 한국 고등교육 역사상 최초로 교양교육 분야에 대한 학문분야평가인정제가 시행되어 전국
181개 대학의 교양교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양학부, 학부대학, 교양교육원, 기초교육원, 교양기초대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교양교육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교양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2006년 한국교양교육학회를 설립, [교양교육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교양교육에 대한 연
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0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
원 사업을 통하여 교양교육과정의 선진적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규제이든 혹은 경쟁이든, 교양 교육과정의 현재 위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을 점하고 있다. 이제
교양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더 큰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교양교육의 역사는 곧 교육의 역사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양교육은 무수히 많은 의미 변천을
겪으면서 인류의 지성사를 형성하고 이론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교양교육의 연원인 자유교육은
고대 그리스에서 발원하여 12세기 대학의 태동과 함께 대학교육의 핵심적인 교육과정으로 등장하
였다. 영국의 자유교양교육(Liberal Education), 독일의 도야교육(bildung), 미국의 일반교육
(General Educadtio) 등으로 패러다임적 전환을 겪으면서 진화하였다.
 또한 교양교육의 유장한 역사는 교양교육과정의 다양성으로 표출되었다. 교양교육의 원형인 자유교
육은 시대와 사회에 다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되면서 오늘날까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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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 과학혁명, 지식혁명 등 시대적 변화는 자유교육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자유교육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계속되는 흐름의 역사 속에 수월성의 교양교육의 위치를 점유하
며 세상을 선도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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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양교육 재정지원정책의 특성 분석

김수경(평택대)

1. 서론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대학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즉, 정부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부합
하는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사업이 완료한 후에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
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의 사업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이 도입될 때 마다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을 확보하고자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가급적 빠르게 숙지하고 그에 맞춰 대학을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고등교육정책 추진방식은 정부 정책 방향으로 대학을 변화시키는데
지금까지는 탁월한 효과를 보여왔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확보한 대학은 그간 시급성, 중요성 등 우선
순위에서 밀려 부득이 실행이 어려웠던 분야의 투자도 가능해진다. 즉,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중점을
두는 분야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투입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단기적 시범운영 이후 흔적도 없이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이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시범운영으로 종료되면, 대학은 사업운영에 투입해왔던 조직, 인
력, 프로그램의 재정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의 정책적 결정을 해야한다. 교비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교내 조직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고로 운영해오던 사업을 종료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국가 예산 지출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한편 대학이 국고지원에
바톤을 받아 기존 교비 지출 구조를 변경하여 교비로 사업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때 어느
항목의 교비 지출을 줄일지에 대한 교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2016년부터 정부가 시범적으로 운영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이하 ‘CORE사업’)은 인문학 분야를 활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다. 인문계열 학과가 대학별⋅분야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난립된 이후 시대변화와 사회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이공계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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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인문학 분야 전공자를 지원할 효과적인 방안으로 강구(문화융성
위원회 4차 보고회 시 대통령 말씀,’14.08.06.)되었다.
CORE사업은 이공계 분야에 편중되오던 대학운영에서 그간 소외된 인문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대학에서의 인문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정지원사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2016년 19개교를 CORE사업 시범대학으로 선정하고, 3년간 시범 운영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9년 이후 CORE사업비는 교육부 예산 항목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포함
되었다. 결국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19개 대학의 재정적 고민만을 안겨준 채 전국 대학의 인문학을
부흥시키겠다는 애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으로 종료되었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
업은 단기간의 시범 운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의 인문학 활성화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속에서의 교양교육 재정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 시범 운영된 3년 간의 교양교육의 체제 구축에 성과가 있었는가를 논의한
후, 향후 교양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과 교양교육 재정지원정책
2.1. 고등교육 예산편성과 대학교양교육지원사업
2016년~2020년 5년간 고등교육예산은 9조 2,035억원에서 10조 8,330억원으로 17.7%가 증가해왔
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매년 그 해 정책적 의도를 담아 예산편성방향과 내용을 정비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정책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를 결정하다. 고등교육 예산편성 방향과 내용은 고등교육 정책 추진
의 방향과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고등교육 예산편성의 내용에는 정부의 중점 사업
추진 의지가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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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6~2020 고등교육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
구분

16

17

18

19

20

고등교육
예산

9조2,035

9조5,699

9조6,247

10조2,214

10조8,330

예산
편성
방향

예산
편성
주요
내용

고등교육 공공성 및
창조경제의 중심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 되는 대학
는 대학
및 자율성 강화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고등교육의 질 제고

지방대학 특성하
분야 집중 육성
등 지방대학 지
원 확대
지속가능한 인문
학 생태계 확립
을 위해 대학 인
문학 보호 육성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대학이 기초연구 및 인
력양성의 구심점 역할
을 하도록 풀뿌리 기초
연구 투자 강화
대학의 비전, 건학이념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선
도적 학부교육 우수모
델 발굴.확산 지원 확대
대학-기업 간 인력 미스
매치 해소 및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사회 맞춤
형학과 활성화 추진

지방대학 육성 대학특성화 강화
인문학 보호 육성 (기초연구, 학부교육,
산업인력 양성 산학협력)

국립대 집중 육성을
통한 국립대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
대학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으로 연
계되도록 대학 창업
생태계 구축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
화하고, 인근 대학-지자
체와의 연계르 통해 지
역발전의 허브로 육성
복잡.다양한 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대학혁신지
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에 따라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
성장을 주도할 산업연계
인재양성 및 대학내 기
술혁신 촉진 지원 강화

지역인재 양성 거점으로서
국립대학 육성 지원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
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 연구지원 사업 확대
대학 혁신을 통한 미래 유망
분야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발굴
을 지원하여 산업 현장과 밀
접하게 연계되는 실용적인
교육.연구 기반 마련

국립대 지원
산학협력 지원

거점국립대 지원
기본역량진단
기술혁신 지원

거점국립대 지원
학문후속세대 지원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지원

5년간의 정부 고등교육 예산편성 내용은 대학특성화, 산학협력, 거점국립대 등 대학 전체를 포괄하는
범위에서 구성된다. 즉, 지방대학 육성, 기초연구강화, 기본역량진단, 산학협력 지원, 미래인재 양성 등
거시적 차원의 재정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 인문학 보호
육성은 대학의 교양교육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언하면 정부가 고등교육에서
교양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였으며, 대학 교양교육을 강화할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뚜렷한
의지를 엇볼 수 있다.
정부 고등교육 예산편성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5년간 재정지원이 지속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그 해에 한정 지원되는 분야로 나뉘다는 점이다. 즉 지방대학 육성-국립대 지원-거점국립대 지원은 지원
분야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대학특성화-기초연구⋅학부교육⋅산학협력-기술혁신-미래인재양성의 경
우 예산지원사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사하다. 이를 제외한 2016년 인문학 보호 육성, 2019년 기본역량진
단, 2020년 학문후속세대 지원의 경우 시의성을 담은 고등교육 정책적 어젠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예산편성 내용을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수준과 재정지원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고등교육 예산편성 내용에 포함된 정책적 어젠더라면 어느 정도의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기간의 지원에서 중단되어 버린 일부 재정지원사업
의 경우에는 정부의 고등교육의 정책적 추진 의지가 약하고 오히려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정도로만
의 역할을 다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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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교양교육지원 사업
2020년의 경우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은 대학교육 역량강화, 학술연구 역량강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국립대학 운영지원, 대학교육 역량강화 융자및기금운영비로 구분된다. 대학교육 역량강화
예산은 대학혁신지원 사업 8,031억원, BK21플러스 사업 3,840억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3,689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1,500억원 등 대학단위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해주는 사업예산
대부분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등교육예산 중 17.5%에 불과하다.
<표 2> 2020년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편성
대학교육역량강화

학술연구역량강화

맞춤형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국립대학운영지원

대학교육역량강화융자및
기금운영비

2020년 교육부
고등교육예산

1조 8,915억원

8,941억원

4조 2,082억원

3조 5,773억원

2,620억원

10조 8,331억원

17.5%

8.3%

38.8%

33.0%

2.4%

100.0%

2016년 고등교육 예산편성에 인문학 보호 육성이 주요 내용으로 수립됨에 따라 대학의 기초 학문인
인문학을 보호하고 인문 분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이 신설
되고 매년 6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2016년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비 예산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비가 3,504억원으로 대폭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학 인문강화 역량강화
사업(CORE)의 연간 사업비 600억원은 PRIME,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과 함께 신규 사업으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비에 포함되었다. 이에 16개 시범대학이 선정되었
고, 선정된 각 대학은 인문계열 학과의 평균 92%가 사업에 참여해 인문대학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인문대학은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문학 전공자를
육성하고,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한 우수한 연구⋅교수 인력을 양성하며, 인문학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수업 환경 및 연구몰입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교수⋅연구를 추진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기 수행 중인 인문학 연구지원사업,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인문학 진흥을 도모해왔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비는 대학교육 역량강화 예산에 포함된 다른 대학 지원 예산과 비교
해 결코 크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은 ‘인문학 분야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
로 대학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대학교육 역량강화 예산 항목에 포함되었고, 별도 사업이 신설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자 및 연구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인 재정지원에 그쳤던 이전 대학 교양교육
재정지원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환언하면 정부가 직접적인 대학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을 강화하
고자 했다는데 사업의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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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6년~2020년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 재정지원의 변화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

-

-

5688

8031

594

744

740

-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
지방대학 육성사업

2075

1799

1518

-

-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

3504

2764

2349

-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600

600

600

-

-

대학구조개혁 지원

119

111

90

121

139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교양교육 분야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했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성과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범기간 3년이 끝난 뒤 종료되었다. 2019년부터 사회수요맞춤
형인재양성사업비가 신설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통합하면서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은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통합되었다. 결국 대학인문 역량강화 사업은 2016년 고등교육 예산 편성 내용으로 부각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비로 3년간의 시범운영을 끝으로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항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예산 항목은 폐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그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비가 통합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에 사업의 명맥
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구조
개혁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를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역량진단 교양교육 관련 지표 비교
CORE 핵심 성과지표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지표

3주기 대학역량진단 지표

인문학 분야 총 강좌 수 증가율
인문학 분야 전임교원 수 증가율
인문학 분야 강의평가 상승률
타 전공 학생들의 인문학 관련 강좌
이수 비율
 연구소 연계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혁신사례 수
 해당지역 대학, 연긱관, 기업 등과 협
정 체결 및 교수학생 교류 건수
 참여교원의 전공 다양성 확대 및 참여
교수 수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혁신 사례
증가율 및 유지율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이수자 수
및 비율
 인문학 분야 연구성과 상승률
 인문학 분야 대학원 진학률
 학부, 대학원 연계 강좌 수 증가율
 인문교양교육 과목 수
 인문교양교육 이수 학생 수 및 비율
 자율 성과지표(대학별로 사업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 설정

 핵심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강좌수
 자유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
 자유성과지표의 달성도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
 자율지표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법인 책무성
 구성원 참여⋅소통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교양 교육과정 운영
 전공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방법 개선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총 강좌 수
 강의 규모의 적절성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
 강사 보수수준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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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CORE 사업의 성과기준이 두 사업과 관련성이 매우 낮으며, CORE 사업비
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포함될 때 CORE 사업의 성격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자율지표,
교양교육과정 운영 정도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
단사업의 대부분 핵심 지표는 대학의 인프라 및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CORE 사업에서 추진된
인문학 분야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상반된 핵심 성과지표에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
업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대학 직접 지원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구자 및 연구단체 등을 통해 교양교육 분야에 간접적인
재정지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중 학술연구역량
강화 예산은 주로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개인 연구지원사업 대부분을 포함한다.
<표 5> 2016년~2020년 대학교육역량강화와 학술연구역량강화 재정지원 증가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증가율

대학교육역량강화

19244

18601

11868

14412

18915

-1.7%

학술연구역량강화

7175

7560

8117

9006

8941

24.6%

5년간 대학 직접 지원사업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1.7% 재정이 감소한 반면 학술연구역량강화
사업은 24.6% 크게 확대하였다. 중요한 변화는 2020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2020년 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이 2,177억원에서 3,374억원으
로 증가한 반면 개인기초연구가 2,922억원에서 1,707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 외 한국학중앙연구
원 출연,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연구윤리 활동지원,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
획평가,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한국바로알리기 예산은 증가한 반면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한국학 진흥, 사회과학 연구지원, 학술단체지원,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한국사연구⋅편찬 및 이해증
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이 감소하였다. 이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개인기초연구에서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지원으로의 예산 변경, 연구자 개인 지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정부 산하 기관 지원으로의 예산 변경에 있다.

3. 결론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그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했던 인문분야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
로 대학 교양교육 분야에 희망을 갖게 하는 사업으로 등장하였다. 최소한 고등교육 예산편성 내용에
포함된 정책적 어젠더라면 어느 정도의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인데,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단기간 시범지원 후 제대로 된 사업의 효과성 분석도 없이 종료되
었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정부의 고등교육의 정책적 추진 의지가 약했으며, 오히려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데 역할을 다했다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한다. 소리만 요란했던 인문역량 강화사업의 단기
종료는 여러 우려 사항을 유발한다.
첫째, 19개 대학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2억 원부터 37억원의 재정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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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왔다. 이러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이 분약의 자립성을 갖추었다면 다행이겠으나, 인문역
량 강화 체제를 갖추기에는 3년 기한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인력, 프로그램은 대학 차원의 선택으로 넘겨졌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에 투입된
조직과 인력,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인지, 국고보조금을 대체할 대학운영비를 조정하여 이 사업을 유지할
지의 어려운 결정은 대학의 몫으로 넘겨졌다.
둘째, 그나마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시범대학으로 선택된 19개 대학은 3년간 전 계열 학생에
대한 소양교육을 진행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었다. 이 대학들은 2개 대학만이 중규모 대학이며, 17개
대학은 재학생수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다. 이 중 국립대 7개 대학에 197억, 수도권 사립대학
7개교에 214억 원, 비수도권 사립대학 5개교에 111억 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국립대, 대규모대 사립대학
에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이 되어서, 대학구조조정에 재정적 위기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중소규모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인문학 교육⋅연구 축소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문대학
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문학 진흥을 도모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즉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 시범사업으
로 종료됨으로써 대학 간 인문역량 강화의 차이가 더 확대되는 결과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종료되었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해당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때, 가능한 재정배분방식은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교양교육 분야의 육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지원에 교양교육 분야 지원을 포함시키는 방법 보다는 교양교육 분야만을 위한 칸막이 재정지
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문계열 분야와 이공계열 분야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이공계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문계열
분야를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학 차원에서는 ‘경제성’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인문계열 분야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교양분야의 육성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
에 공감하고 대학의 재정지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분할 필요가 크다. 이 때 대학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
고,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방식을 선택하는 재정지원전략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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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덕진(우석대)

1. 서론
2020년 봄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봄은 처음이다. 2020년 봄은 인류에게 각별한 봄이 될 것
같다. 새해의 문이 열리자마자 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으로 인류는 미증유의 봄을
보내고 있다. 인적이 드문 적막한 거리, 학생들이 없는 텅 빈 교정을 우리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벌 나비 춤추는 약동하는 봄의 소리를 과연 감지할 수 있었는가? 한편으로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의 공포에 떨고 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나와 무관하던 지구촌 곳곳의 사건들이 초연결망에
의해 실시간으로 공유됨으로써 공포의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2020년 봄은 우리에게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자 ‘공포의 봄(fearful spring)’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서양 역사에서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아테
네는 기원전 5세기에 엄습한 전염병으로 찬란했던 문명의 빛을 잃기 시작했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로마 제국도 2세기에 발생한 ‘안토니누스 전염병’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동로마 제국도 6세기 ‘유스티
니아누스 전염병’으로 욱일승천의 기세가 꺾였다. 중세 천년은 14세기의 ‘흑사병’으로 막을 내리기 시작했
고, 16세기 아메리카 3대 문명도 유럽에서 온 천연두로 유적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pandemic)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의 대유행은 1997년에 이미 WHO에 의해 예고되었었다. 21세기에 전염병 시대가 재래(再來)할
것이므로 인류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실제로 SARS(2003), 신종 플루(2009),
MERS(2012) 등이 찾아왔다. 더욱 강력해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을에 2차 유행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끝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의 끝인 셈이다.
질병만이 아니다. 21세기 들어 세계 도처에서 지진, 태풍, 홍수,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에서부터 화재,
테러, 폭발 등 인공재해까지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들이 빈발하자,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난의 일상화는 재난을 당한 인간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재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은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문제로 인식하고, 재난을 온 몸으로 겪은
경험과 이에 관한 서사(敍事),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응과 치유 등이 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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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양한 재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팬데믹과 관련하여 서양 역사에서 전염병의 대유행
과 이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기록한 ‘고전(古典)’들을 통해 전염병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대응에 관해
인문학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연구를 위해, 1993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뺷동서고전 200선뺸 중에서
전염병을 주제로 삼거나 작품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 네 권의 문헌을 분석했다. 그 중 한 권은 신화
속의 전염병을 다뤘고, 두 권은 역사 속의 전염병인 고대 ‘아테네 전염병’과 중세의 ‘피렌체 흑사병’을
다뤘으며, 마지막 책은 20세기 실존주의 작품 속에 나타난 전염병 기록이다.
첫 번째 작품은 트로이 전쟁을 노래한 서양 최초의 서사시(敍事詩)로 제1권의 제목이 ‘전염병, 아킬레
우스의 분노’인 뺷일리아스뺸이다. 두 번째 작품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역병인 ‘아테네 전염병’을
기록한 뺷펠로폰네소스 전쟁사뺸이다. 세 번째 작품은 중세 14세기 피렌체 흑사병을 배경으로 한 뺷데카메
론뺸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알제리의 오랑(Orang)에서 발생한 페스트에 맞서 인간의 집단적 저항을
그린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작이자 재난 소설의 효시인 뺷페스트뺸이다.

2. 본론
2.1 뺷일리아스뺸에 나타난 전염병과 그 대응에 관한 고찰
서양 고대사 연구자들은 대체로 기원전 13세기에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동맹군 사이에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Trojan War)’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측한다. 이로부터 약 500년 정도가 지난 기원전 8세기
에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Homer)가 트로이 전쟁 마지막 10년의 며칠 동안을 기록한 서사시가 뺷일리아스
(Iliad)뺸이다. 뺷일리아스뺸는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서양적 사유의 기원을 담고 있어 전 세계의 권위
있는 기관의 고전목록 1순위에 오르곤 한다.
그리스 시대의 전염병에 관한 기록은 의서(醫書)보다 문학서와 역사서에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데, 뺷일리아스뺸라는 서사시와 뺷오이디푸스 왕뺸이라는 비극, 그리고 역사서인 뺷펠로폰네소스 전쟁사뺸가
그 대표작이다. 뺷일리아스뺸와 뺷오이디푸스 왕뺸은 신화적 문헌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두 작품에 나타난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법이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는 뺷일리아스뺸만 분석했다.
전체 24권으로 구성된 뺷일리아스뺸의 1권 제목이 ‘전염병, 아킬레우스의 분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 문학은 ‘전염병’으로 시작한다. 치료영웅 아스클레피오스의 두 아들인 마카온과 포달레이리오스가
트로이 전쟁에 군의관으로 출전하여 활약하는 장면이나 전투 중에 창칼을 맞은 전사들의 인체 구조에
대한 설명도 나온다.
뺷일리아스뺸는 그리스 진영에 전염병이 발생한 장면에서 막을 연다. 시인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 군대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많은 전사들이 쓰러진 상황을 두 줄로 요약한다.
레토와 제우스의 아들이 왕에게 노하여 진중에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니 백성들이 잇달아 쓰러졌다.1)

1)

Homer,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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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한 레토와 제우스의 아들은 아폴론이고, 왕은 그리스 총대장 아가멤논이다. 그리스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쓰러뜨린 당사자는 아폴론이고, 그가 전염병을 보낸 이유는 아가멤논에 대한 분노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리스 군을 덮친 재앙은 한 사람의 죄를 벌하기 위해 공동체 전체에 내린 천벌이다. 시인은
아폴론이 분노한 이유를 설명한 다음, 아폴론이 올림포스 산에서 내려가 전염병의 화살을 날리는 장면을
노래한다.
처음에 그는 노새들과 날랜 개들을 공격했고
다음에는 사람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댔다.2)

그런데 아가멤논의 불경에 대한 아폴론의 화살은 사람들 뿐 아니라 노새와 개 같은 짐승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날아가 인수공통전염병을 발생시킨다. 아폴론의 화살이 9일 동안 날아들자, 다음 날 아킬레
우스는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전쟁과 역병이 동시에 아카이오이족을 제압한다.”3))라고 말하면서 예언자
에게 아폴론이 분노한 이유를 묻는다.4)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의사를 부르지 않고 예언자를 부른다. 예언
자는 신의 뜻을 전한다.
신이 노여워하는 이유는 서약이나 헤카톰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제 때문이오. 아가멤논이 그를 모욕하며 그의 딸을
돌려주지 않고 몸값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오.5)

예언자는 아폴론이 분노한 이유는 아가멤논이 아폴론의 사제를 모욕했기 때문이며, 사제의 딸을 돌려
주어야만 신의 분노가 진정될 것이라고 대답한다.6) 예언자의 말에 질병의 원인과 대응법이 모두 담겨
있다. 뺷일리아스뺸에 나타난 질병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불경에 대한 신의 징벌이고, 인간의 대응은 원상회
복을 통해 신의 분노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신에 의지하는 행위는 단순한 문학적 상상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뺷일리아스뺸에는 신벌설 외에 다른 병인론(病因論)도 나온다. 뺷일리아스뺸
제22권에는 질병이 별과 관련된다.
그가 들판 위를 질주하는 모습은 마치 늦여름에 떠올라
밤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도
가장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별처럼 빛났다
이 별을 사람들은 오리온의 개라고 부른다.
이 별은 가장 찬란하기는 하나 불행의 전조이며
가련한 인간들에게 심한 열병(熱病)을 가져다준다.7)

2)

위의 책, 1.50-52.

3)

위의 책, 1.59-60.

4)

위의 책, 1.62-63.

5)

위의 책, 1.93-95.

6)

위의 책, 1.97-99.

7)

위의 책, 2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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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인간의 건강이나 질병에 ‘영향(influence)’을 미친다는 ‘점성설’이 서양 기록에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다. 호메로스는 들판을 질주하는 영웅 아킬레우스를 별에 비유한다. 그리스인들은 하늘에서 특정한
별이 깜빡일 때 해로운 물질을 뿜어 지상의 인간들이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도 라틴어로 ‘영향을 미치다(influenza)’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벌설
과는 달리 점성설에 대한 인간의 대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없다.8)

2.2 뺷펠로폰네소스 전쟁사뺸에 나타난 전염병과 그 대응에 관한 고찰
이제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 속의 전염병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스 역사가 중에서 당대의 전염병에 관한
기록을 남긴 역사가는 로마의 키케로에게서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들은 헤로도토스(Herodotos)와 19세
기 독일의 역사가 랑케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가의 모델로 인정받은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있다.
투키디데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인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맹주인 스파르타가 그리스 패권을
놓고 약 30년 동안 벌인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을 뺷펠로폰네소스 전쟁사(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뺸라는 책에 기록했다. 전쟁 초기인 기원전 430-429년 무렵에 아테네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속출하여 아테네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당시 아테네 민주정의 지도자였던 페리클
레스(Perikles)와9) 두 아들도 이 질병의 희생자가 되었다.10) 결국 이 질병은 아테네가 패배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투키디데스는 이 전염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기에11) 이 병의 실상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 후대 사가들은 이 전염병에 대해 매우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이 역사가를 예우하는
마음에서 ‘아테네 전염병’을 ‘투키디데스 전염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투키디데스는 아르키다모스가가 지휘하는 스파르타인들이 아테네를 약탈하기 며칠 되지 않아 전염병
이 돌기 시작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슨 병인인지 몰라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다. 환자들과 접촉이 잦으니 실제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12)

위 기록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포착된다. 하나는 호메로스와 달리 투키디데스 시대에는 역병이
발생하면 신이 아니라 의사를 불렀다는 사실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기도 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그 병이 ‘접촉’에 의해 전염된다는 인식이 어렴풋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의
돌봄이 별 효과가 없자 환자들은 마지막에 뺷일리아스뺸에서처럼 신전에 호소했다. 그러나 신의 응답은
없었다,13) 역사가는 이처럼 전염병에 대한 종교적 처방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병의 신성성을 탈색시킨다.

8)

기원전 5세기 소포클레스(Sophocles)의 뺷오이디푸스 왕(Oedipus Tyrannus)뺸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9)

Plutarch, 38.

10) 위의 책, 36.
11) Thucydides, 2.48.3.
12) 위의 책,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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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테네 시민들은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이어 역사가는 이 질병의 발생지와
전파경로에 대해 간략하게 말한 후, 질병의 한 가지 원인을 스쳐가듯 전한다.
맨 먼저 감염된 것은 페이라이에우스인들인데 그들은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생각했다.14)

스파르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것인데, 아마도 독성이 함유된 수분의 증발작용으로 우물물 속의
독성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어 병이 퍼졌다고 믿은 것 같다. 만약 독성 물질이 섞인 공기를 질병의 원인으로
보았다면 이는 당시 의사들이 주장했던 장기설(miasma theory)과 관련된다. 투키디데스는 질병의 원인
을 규명하는 역할은 의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질병의 증상에 대해 묘사하겠다고 말한다.
처음 증상은 머리에 고열이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는 것이었다. 입안에서는 목구멍과 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내쉬는 숨이 부자연스럽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재채기가 나며 목이
쉬었다. 얼마 뒤 고통이 가슴으로 내려오며 심한 기침이 났다. 이 병이 복부에 자리 잡게 되면 복통이
일어나면서 의사들이 이름을 붙인 온갖 담즙을 토하게 되는데 큰 고통이 있었다. … 그러나 환자들이
이 기간을 넘기면 역병이 배로 내려가 심한 궤양과 걷잡을 수 없는 설사를 유발해서 나중에는 대부분
그 때문에 죽었다.15)

이처럼 역병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온몸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16) 투키디데스는 병의 증상에 대해
놀랄 만큼 상세히 기록하고서도 “이 역병의 증상은 실로 말로는 다 표현 할 수 없다.”17)라고 실토했다.
어떤 사람들은 방치 상태에서 죽어갔고, 어떤 환자들은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죽어갔다.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었다. … 체질이 강하든 약하든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차이가 없었으니, 이 병은 평소 건강관
리를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사람을 무차별하게 낚아 채갔다. 이 역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그럴 때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믿고 당장 자포자기에
빠져 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과 사람들이 서로 간호하다 교차 감염되어 양떼처럼 죽어가는 것이
었다.18)

건강한 사람이든 허약한 사람이든 무차별하게 병에 걸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절망하여 자포자기에
빠져 무너졌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죽었고, 어떤 병자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간호를 받기도 했으나,19) 대부분 동반죽음을 면치 못했다. 저자는 병에 걸렸다
살아나 주변 사람을 돌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20)
13) 위의 책, 2.47.4.
14) 위의 책, 2.48.2.
15) 위의 책, 2.49.2-6.
16) 위의 책, 2.49.7.
17) 위의 책, 2.50.1.
18) 위의 책, 2.51.2-4.
19) 위의 책,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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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의 법도 구속력이 없었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 말하자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자 그들은 신을 경배하든 않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했
다. 인간의 법에 관해 말하자면 재판을 받고 벌을 받을 만큼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저마다 자기에게는 이미 더 가혹한 판결이 내렸으며 그것이 집행되기 전에 인생을 조금이
라도 즐기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21)

뺷일리아스뺸에서는 병을 주는 것도 신이고 약을 주는 것도 신이었다. 병은 곧 신의 벌이고 인간이
과오를 인정하고 속죄하면 신은 벌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투키디데스 시대에 오면 신전에는 그곳을 찾은
환자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22) 이로 인해 신에 대한 믿음이 더 약화되고 인간의 규범도 이제 효력이
없었다. 생사의 기로에서 순간적 쾌락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
아테네는 이 전염별 탓에 무법천지가 되기 시작했다. 운세가 돌변하여 부자들이 갑자기 죽고 전에는
무일푼이던 자들이 쾌락에 공공연하게 탐닉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도 재물도 덧없는 것으로
보고 가진 돈을 향락에 재빨리 써버리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23)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겹겹이 쌓이고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무법천지에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산과 명예는 헛된 것이었다. 도덕심 때문에 억제해 온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고 싶은
본능이 발동했을 것이다. 전염병 앞에서는 종교도 힘을 쓰지 못했다.
기원전 5세기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도시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두 가지 원인으로 전쟁과 역병을
들고 있는데24) 바로 아테네가 안으로 역병과 밖으로는 스파르타와 싸우는 이중 전쟁을 치렀던 것이다.25)

2.3 뺷데카메론뺸에 나타난 전염병과 그 대응에 관한 고찰
중세 시대(476-1453)는 유난히 전염병들이 창궐했다. 그중에서도 14세기 중반에 발생한 대역병
(Great Plague, 1346-1353)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팬데믹으로으로 중세가 무너지고
르네상스의 문이 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0대 중반에 피렌체에서 흑사병(Black Death)을 직접
경험한 보카치오는 페스트의 참상으로 인한 당대의 혼란상을 뺷데카메론(Decameron)뺸(1349-1351)에
생생하게 기록했다.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약 1500쪽 정도인 이 책에서 작가는 앞부분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흑사병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하던
1348년 어느 화요일, 피렌체의 젊은 숙녀 7명과 젊은 신사 3명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Santa Maria
Novella) 성당에서 만나, 불결하고 위험한 도시를 떠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원에서 절제된 생활을

20) 위의 책, 2.51.6.
21) 위의 책, 2.53.4.
22) 위의 책, 2.52.3.
23) 위의 책, 2.51.1-2.
24) Aeschylus, Persians 715; Suppliants 659-662.
25) Thucydides,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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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성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 교외로 나기로 한다.
다음 날 아침에 몇 명의 하인을 데리고 피렌체 교외의 피에솔레(Fiesole) 산 별장으로 떠나 2주일
중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열흘 동안 매일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각자가 이야기하고 가무(歌舞)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보카치오는 첫째 날의 프롤로그에서 당시 피렌체에 어떤 재앙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에 대해
먼저 기록한다.
1348년에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중에 가장 빼어나고 고귀한 도시인 피렌체에 치명적인 흑사병이
돌았다.26)

이어 작가는 “천체의 영향이 인간에게 미친 것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정의로운 분노 때문이라고도 합니다.”27)라고 흑사병의 발생 원인을 점성설과 신벌설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원전 13세기의 트로이 전쟁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보카치오는 오염된
공기가 질병을 발생시켰다는 장기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어쨌든 그 전염병은 몇 해 전 동쪽에서
시작되어 살아 있는 생명들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빼앗으면서 서쪽을 향해 처절하게 확산되었다.”28)라고
질병의 원인에 이어 질병의 발원지와 전파 경로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몽골군의 유럽 원정으로 흑해
북쪽 해안에 있는 이탈리아 제노바의 식민 도시 카파에서 공성전이 벌어져, 흑사병이 퍼지자 제노바
상인들이 황급히 이탈리아로 돌아가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오늘날의 믿음과 어느 정도 일치한
다. 보카치오는 곧바로 당시의 참상을 보고한다.
그 휘몰아치는 전염병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지혜도 대책도 소용이 없었지요. 특별히 임명된 공무원
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오물을 청소했고 병든 자들은 도시에 들이지 않았으며 수많은 위생지침이 고시됐
지만, 다 헛일이었다. 인내심 깊은 사람들은 행진을 하거나 다른 모든 방식을 동원해 하느님께 수없이
간청해 봐도 효과가 없었다.29)

전염병에 대항한 집단적 공동 대응이 처음 나타난다. 정부 차원에서 도시청결, 환자격리, 위생지침
공지 같은 대책을 세웠지만 소용없었고, 개인 차원에서 무리지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채찍 고행을
해봐도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신에게까지 간청해 보았지만 신은 침묵했다. 이어 보카치오는 흑사병
의 증상을 소개한다.
병에 걸리면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샅이나 겨드랑이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다. 어떤 것은 달걀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보통 사과만 하기도 했다. … 종기는 이 두 부위에서 시작하여 삽시간에
온 몸으로 퍼졌다.

30)

26) 박상진 옮김(2012), 22쪽.
27) 위의 책, 22쪽.
28) 위의 책, 22쪽.
29) 위의 책,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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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검거나 납빛을 띠는 반점들이 병의 특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팔과 허벅지, 그리고 몸의
다른 구석구석에 찍히는 반점은 큰 것은 숫자가 적고 작은 것들은 촘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31)
이 전염병에는 의사의 조언도 치료도 소용없었다. 아무도 무슨 병인지 몰랐고 그때까지 그 병을
연구한 의사도 없었다.32)

히포크라테스에서 시작되어 갈레노스가 집대성한 고대 의학이 중세까지 지배했으나, 이 정통의학도
페스트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성직자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누구나 일단
병에 걸리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몸에 반점이 나타나면 대부분 3일 만에 죽었다.
형제가 형제를 포기하고 아저씨가 조카를, 누나가 동생을, 그리고 더 흔하게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게
만들었다. 믿기 힘들지만 더 심하게는 부모가 아이들을 마치 자기 자식이 아니란 듯 돌보지 않았다.33)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조차 죽어갔다.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기존의 관습과
상당히 다른 관습이 생겨났다. 사람이 죽어도 함께 울거나 슬퍼하지 않고 경건하게 장례 치러주는 모습조
차 사라졌다. 오히려 사별하는 입장에서 서로 모여 웃고 농담하며 왁자지껄하게 잔치 마당을 벌이기도
했다. 시체 운반인들과 무덤을 파는 교회지기들은 턱없이 높은 품삯을 요구했고, 이들은 포화상태가
된 교회 묘지 대신 아무 구덩이에 그냥 버렸다. 거대한 도랑들을 파서 시신들로 채웠다.34) 아침에 부모와
동료,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저 세상에서 앞서 가신 분들과 저녁을 먹게
될 줄 누가 알겠는가?35) 이어서 작가는 흑사병의 공격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대응을 묘사한다.
사람들은 모두가 극도로 잔인해져 환자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피하고 멀리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목숨은 자기가 부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했다. 그런데 그중에는 절제된 생활을 하고 무슨
일에서든 지나치지 않으면 그런 불행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끼리끼리
무리지어 은둔 생활을 했다. 그에 반해 실컷 먹고 마시며 즐기고 노래하며 주변을 돌아다니고 닥치는
대로 욕망을 채우고 모든 불안과 의심을 지우는 것이 최선의 대처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36)

페스트가 발생하자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방법들이 생겨났다.
황폐화된 도시에서 자기 목숨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상황이 벌어졌다. 첫
번째는 신에게 속죄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근신하고 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
을 끊고 실내에서 절도 있는 생활을 하며 정갈한 음료를 마시고 악기를 연주하며 지냈다. 이와 반대로

30) 위의 책, 22-23쪽.
31) 위의 책, 23쪽.
32) 위의 책, 23쪽.
33) 위의 책, 27쪽.
34) 위의 책, 28-29쪽.
35) 위의 책, 32쪽.
36) 위의 책, 2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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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낮이나 밤이나 이 술집에서 저 술집으로 옮겨 다니며 흥청망청 마시며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재산조차 포기하여 집들은 공동 소유가 되고 낯선 사람이 주인행세를 했다.
이 두 극단적인 대응 외에 두 가지 방법이 더 소개된다.
그들은 집에만 틀어 박혀 있지 않고 근처를 산책하면서 어떤 이는 향기로운 풀을, 어떤 이는 여러
향료를 갖고 다니며 코에 대고 향기를 맡았다. … 더 잔인한 감성의 소유자들도 있었는데 … 그들은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그대로 두고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기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을 그고 남자건 여자건 살던 도시와 살던 집, 살던 땅과 더불어 살던
친척들, 쓰던 물건들도 모두 버리고 다른 땅이나 교외를 찾아 나섰다.37)

세 번째는 질병이 오염된 공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불결한 도시와 환자의 몸, 그리고 시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피하기 위해 향료와 약초를 이용하여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번째는 불결하고
위험한 도시를 피해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자발적으로 격리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당대의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오염을 멀리하고 흑사병이라는 공공의 적을 피해 사회와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아마도 뺷데카메론뺸의 주인공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흑사병에 대한 이런 다양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여, 13세기에 꽉 찼던 유럽이
14세기에는 텅 빈 유럽이 되었다. 정치적 봉건제도와 경제적 장원제도에 의해 유지된 중세사회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흑사병 앞에는 성속(聖俗)의 구별이 없었고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는
크게 추락했다. 흑사병은 인간의 삶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급속하게 약화시켰고, 신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게 했다.

2.4 뺷페스트뺸에 나타난 전염병과 그 대응에 관한 고찰
중세 페스트의 유행을 배경으로 한 뺷데카메론뺸이 나오고 약 600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뺷페스트뺸
(La Peste, 1947)라는 작품이 나왔다. 제2차 대전 무렵에 ‘부조리’와 ‘반항’의 사상을 주장했던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카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작품은 페스트로 외부와 단절된 도시에서
대규모 전염병에 대처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부조리한 재앙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는 인간의
실존을 그린 최초의 ‘재난소설’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인 1940년대 어느 날 아프리카의 알제리에 있는 오랑(Oran) 시에 페스트가
발생하여, 도시가 봉쇄되고 시민들이 고립된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 가는 한계 상황에서 도시에
갇힌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 기필코 탈출하여 파리의 아내에게 돌아가려는 기자
레이몽 랑베르(Raymond Rambert), 재앙은 신의 징벌이라며 인간의 속죄를 강요하는 신부 파늘루
(Paneloux) 신부, 전염병에 맞서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의사 베르나르 리외(Bernard Rieux),
하급 공무원이자 리외의 협력자인 조제프 그랑(Josech Grand), 자원보건대를 조직하여 리외, 그랑과
함께 전염병과 싸우다 장렬하게 죽은 장 타루((Jean Tarrou), 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암거래로 이익을

37) 위의 책,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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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기며 페스트를 즐기는 코타르(Cottard) 등, 다양한 인물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재난 앞에서 적나라
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느 날 시내에서 죽은 쥐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간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험한 현실을 회피하며 사태를 조용히 무마하려 한다. 도청에서 소집된 비상보건위원회
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명칭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리외의
의견이 수용되어 드디어 당국의 결정이 내래졌다.
페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폐쇄하라.38)

그때부터 페스트는 도시 전체의 문제가 되고 사람들은 집단적 감옥살이에 들어간다. 외부와 단절된
도시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총소리, 다급한 구급차의 사이렌소리, 화장터의 내뿜는 연기 등이 뒤엉켜
생지옥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각자 그날그날 하늘만 바라보며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극도의
고독 속에서 누구도 이웃의 도움을 바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의 신문 기자 랑베르가 리외를
찾아와 도시를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이 페스트 환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써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리외는 이제 당신도 이 고장 사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며 거절한다.
혼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도시에서 유난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교회였다. 신도들의
존경을 받는 파늘루 신부가 설교단에 오른다.
여러분은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불행을 겪어 마땅합니다. … 페스트가 여러분에게 관여한 것은
반성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39)

페스트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며, 이 재앙이 인간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얼마 전부터 오랑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타루가 리외를 찾아와 공무원들만 믿고 있을 수 없다며
부족한 인력을 돕기 위해 자원보건대를 조직하겠다고 말한다. 리외도 이에 공감하고 서로 의기투합한다.
타루가 신부의 설교에 대해 묻자 리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페스트를 용인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며,
질병의 유익한 점을 증명하기 전에 우선 치료부터 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편 집요하게 도시탈출을 노리는 랑베르가 어느 날 리외에게 자원보건대에 대해 물으며, 자신은
영웅주의를 믿지 않으며 오직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죽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리외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 무관하며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다.40)

38) 김화영 옮김(2011), 89쪽.
39) 위의 책, 128-129쪽.
40) 위의 책,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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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외의 대답에 랑베르는 성실성이 대체 뭐냐고 묻는다.
성실성이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다.41)

랑베르는 리외의 부인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소에 있다는 타루의 말을 듣고, 다음 날 새벽에
리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도시를 떠날 때까지 보건대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미 그는
도시 관문의 경비병을 매수하여 탈출 일정을 잡은 상태였다.
도시에서는 페스트로 인해 군인, 수도승, 죄수들 같은 단체생활자들까지 분산 숙박하는 상황으로
변한다. 이처럼 페스트는 시민들에게 ‘연대’를 요구하고 전통적인 결합관계를 파괴하고 저마다 ‘고독’에
잠기게 했다. 점차 페스트가 절정으로 치닫자 시민들의 폭력도 극에 달해 방화, 약탈, 무장습격, 총격전
등이 발생했다. 이 와중에도 도시를 탈출하여 파리의 애인을 만날 수 있게 된 랑베르에게 리외와 타루는
진심어린 축하를 해준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다. 재난에 맞서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리외와 타루를
본 랑베르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탈출하지 않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 나는 늘 도시와 남이고,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 왔어요. … 그러나 이제는 나도 이곳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42)

랑베르는 오기 전에 파리의 애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렸다. 오랑을 탈출하는 것만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현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고 그들의
연대 투쟁에 동참한다. 이런 랑베르의 변화에는 전쟁은 반대하지만 2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 전쟁을
외면하지 않았던 카뮈의 모습이 스친다.
급기야 한 어린 아이가 죽는 장면에서 이 소설은 절정에 달한다. 페스트 발생 6개월이 되는 어느
날, 페스트에 걸린 오통 판사의 아이에게 노의사 카스텔이 만든 혈청이 시험 주사되는 현장에 리외,
카스텔, 타루, 파늘루, 랑베르, 그랑 등 보건대원들이 다 모였다. 아이는 페스트의 광풍에 바들바들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를 구해주소서.”라는 파늘루 신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숨을 거둔다. 리외가 신부에게 항변한다.
이 아이는 적어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 어린 아이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 놓은 세상이라
면 나는 그 세상을 죽어서도 거부하겠습니다.43)

리외의 단호한 입장에 신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리외는 의사답게 공허한 관념 대신 실존
적 가치에 관심을 갖는다.

41) 위의 책, 216쪽.
42) 위의 책, 272-273쪽.
43) 위의 책, 284-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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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구원이란 나에게는 너무 거창한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원대한 포부는 없습니다.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의 건강입니다.44)

굳이 의사가 아니라도 모든 인간에게 건강은 언제 어디서든 최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이다. 리외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에 맞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도 신부와의 인연은 포기하지 않는다. 리외는 죽음과 불행을 증오하면서 신부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것 때문에 함께 고생하고 싸우고 있다면서 “이제 하느님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45)라고
말한다.
생각에 변화가 온 신부는 자원보건대에 합류했다가 얼마 후 페스트로 보이는 병에 걸려 눈을 감는다.
페스트로 어린 아들을 잃은 오통 판사까지 자진해서 자원보건대에 가입한다. 리외, 타루와 함께 보건대를
이끌다 페스트에 걸렸던 그랑이 혈청 주사를 맞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점차 환자들이 회복되고 사라졌
던 쥐들이 다시 나타났다. 8개월 동안이나 극성을 부리던 페스트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장시, 남의 얼굴에 병을 옮기지 않으려면 “늘 스스로를 살펴야한다.”고 말하곤
했던 주인공 타루가 그만 순간적인 방심으로 페스트에 쓰러지고 말았다. 요양소에 있던 리외의 아내마저
세상을 떴다. 페스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러갔다. 오랑 시의 문이 크게 열리자 랑베르의 아내가
들어와 두 사람이 재회한다. 시민들의 환호 속에 작가는 다음과 같은 독백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페스트균은 죽거나 소멸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았다가 … 언젠가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쥐들을 다시 깨우고 사람들을 죽게 할 날이 온다.46)

작가는 타루를 통해 “사람은 저마다 자기 속에 페스트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페스트는
전쟁이나 지진처럼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모든 재난 상황이나. 부조리한 삶이나 치유할 수 없는 원초적
고통을 의미할 것이다.

3. 결론
이상으로 전염병을 다룬 인문고전들인 뺷일리아스뺸, 뺷펠로폰네소스 전쟁사뺸, 뺷데카메론뺸, 뺷페스트뺸에
서 전염병의 발생과 이에 대한 시대적 인식과 대응방법을 살펴보았다.
신화시대를 읊은 호메로스의 신화적 사고에서부터 고대 시대의 투키디데스의 합리적 사고, 이어 신
중심의 중세 시대를 넘어서려 했던 보카치오의 세속적 사고를 거쳐 마지막으로 20세기 현대 시대에
카뮈가 그려낸 인본적 사고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질병의 원인을 호메로스는 신벌설과 점성설로 설명했고, 투키디데스는 굳이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려

44) 위의 책, 285쪽.
45) 위의 책, 286쪽.
46) 위의 책, 401-4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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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서도 스쳐지나가듯 장기설(독기설)을 전했다. 보카치오는 신벌설과 우주설로 돌아갔고, 이미
페스트의 병원균이 규명된 20세기에 카뮈는 더 이상 병인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던
신벌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호메로스 시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종교적
사고가 점차 약화되다가 20세기에 오면 의사의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 과정에 중세 시대 흑사병은
질병의 신성성을 탈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염병 치료와 관련하여 호메로스
시대에는 존재 자체조차 나타나지 않던 의사들이 투키디데스 시대에 와서 그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보카치오에 와서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되고, 카뮈에 오면 전염병과 최전선에서 정면 대결한다. 역사의
진행과 함께 전염병에 대한 신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의사의 존재감이 부각된다. 이처럼 호메로스는 종교
적이고 초자연적인 질병관을 노래했고, 투키디데스는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질병관을 언급했으며, 보카치
오에 와서 다시 종교적, 초월적 질병관으로 회귀했다가, 카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질병관을 신뢰했다.
질병에 대한 인간의 대응은 뺷일리아스뺸에는 신의 분노를 유발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 투키디데스부터 질병에 대응하는 인간의 군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의 기록에는 집단적
차원의 대응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주로 개인적 차원의 절망, 자포자기, 쾌락 탐닉 등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뺷데카메론뺸에서도 아테네 역병의 풍경처럼 황폐화된 도시에서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인지상
정이 무너지는 모습이 훨씬 강렬하게 묘사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절제적 태도, 쾌락적 태도, 방어적 태도,
도피적 태도 등 여러 유형으로 각자 대응했고, 정부 차원의 집단 대응도 시작되었다. 뺷페스트뺸에 오면
사회적 재앙에 맞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도 없지 않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를 폐쇄하고 교통을
통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도시에 갇힌 등장인물들도 각자도생을 시도한다. 우연히 오랑에 발이 묶인
랑베르의 ‘도피적’ 대응, 파늘루 신부의 ‘신본적’ 대응, 동지적 우정으로 결속된 리외와 타루의 ‘저항적’
대응,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한 코타르의 ‘실리적’ 대응 등 다양하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자 페스트는 개인적 운명을 넘은 공동체적 사건이 되어 대부분의 대응이 ‘저항’
방식으로 수렴된다. 그토록 원하던 탈출 기회가 왔지만 혼자만의 행복이 부끄러워 탈출을 포기하는 랑베
르, 영생의 기쁨이 순간적인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파늘루 신부 등 모두가
연대하여 대규모 재앙에 맞선다.
전염병을 다룬 네 권의 고전 중에서 뺷페스트뺸에는 사회적 재난을 피하지 않고 인간들이 굳건히 연대하
여 극복하는 희망적 모습이 담겨 있다. 작가는 현실이 아무리 가혹해도 희망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연대하여 투쟁하는 소시민들의 이타심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진정
한 ‘반항’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카뮈는 이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의 한 명인 타루를 통해
미래의 전염병 시대를 살아갈 인류에게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병독을 옮겨준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균이다. 그 외의 것들, 즉 건강, 청렴, 순결성 등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의지의 소산이다.
정직한 사람, 즉 거의 누구에게도 병독을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결코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 위해서는 그만한 의지와 긴장이 필요하다.47)

47) 위의 책, 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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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보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설령 감염되어도 속히 자연 치유되
어야 하며, 감염된 동안 남에게 병균을 옮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 평소에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미래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인지도 모른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불확실한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약 70년 전에 뺷페스트뺸에서 페스트가 그랬던 것처럼.48) 지금 코로나도 우리에게
‘고독’과 ‘연대’를 요구하는 듯하다. 물론 우리는 ‘고독’하되 고립되면 안 되고, ‘연대’하되 연약해도 안
된다. 홀로 서서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무릇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힘이 있다. 생명체를 발육시키고 성장시키는 이 생명력
은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보존적이어서 생명활동을 제약하는 외부 대상에 대해 본능적으로 대항하는
‘저항력’이기도 하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곧 ‘면역력’이다. 우리는 이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차원에
서는 신체적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고독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집단차원에서는 집단면역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팬데믹과 같은 범지구적 재난은 대학의 교양교육에도 일정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재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해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가게 할 것인가?, 사회적 재난에 잘 대처하기 위해 공동체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 적극적
으로 방역에 나선 정부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능력과 위험을 판단하는 ‘리스크 리터러시(risk literacy)’
능력을 갖춰 서로 협력하면서 안팎에서 공동 대응하는 ‘줄탁동시(啐啄同時)’ 방법도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우리 교양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의 시간이 오고 있다.

참고 문헌
보카치오, 박상진 옮김(2012), Decameron, 민음사.
소포클레스, 강대진 옮김(2010), 오이디푸스 왕, 민음사.
소포클레스, 천병희 옮김(2019),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 도서출판 숲.
카뮈, 김화영 옮김(2111), 페스트, 민음사.
투키디데스, 천병희 옮김(2011),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도서출판 숲.
헤로도토스, 천병희 옮김(2009), 역사, 도서출판 숲.
헤시오도스, 천병희 옮김(2004), 신통기, 한길사.
호메로스, 천병희 옮김(2016), 일리아스, 도서출판 숲.
Herodotus, The Persian Wars/Godley, A. D.(1925), Herodotus Ⅳ, Harvard University Press.
Hesiod, Homeric hymns, Epic cycle, Homerica/Hugh, G. E.-W.(1998), Harvard University Press.
Homer, Iliad/Murray, A. T.(1999), Homer I, Harvard University Press.
Plutarch, Lives,/Bernadotte, P.(1996), Harvard University Press.
Sophocles, Oedipus Tyrannus/Jones, H. L.(1994), Sophocles I, Harvard University Press.
Thucydide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Smith, C. F.(1923), Thucydides Ⅳ, Harvard University Press.

48) 위의 책, 225쪽.

서양 고전에 나타난 전염병과 그 대응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

183

세션 3-5 사회적 위기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

사회적 위기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 보건의료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박일수(동의대)

1. 들어가며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는 팬데믹(pandemic) 상황 즉,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위기가 향후 각 분야별로 미칠 영향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라 올해 전 세계가 1930년
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는 경제 분야의 전망,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및 신뢰도의 변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스마트화를 더욱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던 혁신의 사회경제적 수용을 가속화하여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김원준, 2020).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각국의 공공의료수준에 따라 국가별 피해 정도가 극명하게 드러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있다. 물론 우리나라
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예외적이다. 또한, 감염성 질환의
대규모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강화, 응급병상 및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보건의료전문가 역할의 확대 그리고
환자의 정보가 의료기관 간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 교류의 활성화 등을 전망하고
있다(최중명, 2020).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위기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에서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정보
관리의 효율화와 보건의료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측면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디지털 헬스 솔루
션1)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높은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Global strategy on digital
health 2020-2024”초안을 2020년 3월 발표했다(WHO, 2020) 이 전략의 핵심적 내용 4가지는 첫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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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정보 및 지식교류를 활성화 지원 둘째, 디지털 헬스에 대한 국가 전략개발의 적극적 지원 셋째,
글로벌,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디지털 헬스 구축을 위한 정보 거버넌스의 제시 넷째, 디지털 헬스를 통한
인간 중심의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정보의 활성화와
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되고 있고, 많은 부분 실행이 되어왔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사태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현재의 안정된 코로나 사태를 이끄는데도 큰 몫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
전사용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감염증 관련하여 의료인들에게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공적마스크 중복 구매확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 전산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
국가감염병을 비롯한 주요감염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감염병 현황 등에
대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의 근간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있으며, 이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
험자로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고가 사회적 위기와 보건의료정보와의 관계를 전술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의 합리성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때마침 다가온 사회적
위기는 정보관리와 정보 활용성이 중요함을 더욱 인식시키게 되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핵심 자원은 데이터 및 정보일 수 밖에 없으며, 그 정보를 올바르게 수집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정보로서 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일 것이며 누가 그 체계
수립의 적임자이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량은 데이터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 즉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2004년 한국교
육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문적인 정보기술(IT) 등 첨단정보와 같은 고도의 문서해독능력을
지닌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의 2.4%에 불과해 노르웨이(29.4%), 덴마크(25.4%), 미국(19.1%) 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래된 내용이며, 또 그간 많은 교육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였겠으나, 실제로 2004년 이후 조사된 바가 없어 노력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험적으로 실질적 증가는 미미할 것이라 판단되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으로 판단된
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분야의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졸업과 동시에 전공 분야로의
안정적인 취업이다. 보건의료분야는 대부분 진로가 정해져 있고 그 진로는 전공의 명칭과 유사하다.
또한 그 진로로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여타의 지식보다는 자격증 및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지식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 세계의 보건의료분야 전공교육은 “데이터 리터러시”와 같은 역량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당장 교육에 할애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적 위기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재까지 없었던 현장에서도 이러한 역량을 지닌 자에게 별도의 가점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행할 이유가 딱히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각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의 조짐 그리고 거기에 현재의 코로나 19 같은 사회적 위기는 “데이터 리터러시”교육의 필요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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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인 실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은 어떤 식으로 함양시켜야 할 것인가? 현재의 특정 전공교육
방식과 내용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지식이 되는 지식피라미드
형태에서 해당 데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데이터를 서로 연계지어 해석하여 정보로서 변환시키고
또 그 정보를 둘러싼 정보와는 어떻게 연계하여 지식을 만들어낼지를 고민해야하는 교육은 누구의 몫인
가?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제기의 입장에서 출발하며 모든 정보 해석의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교양교육과
이러한 기반 위에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보건의료 분야 전공교육 간
연계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건의료정보 분야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현황과 한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관련 전공을 4년제 대학에 개설된 전공 명칭으로 나열하면, 의료인 양성
중심의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대학 포함), 간호대학, 의료기사 양성 중심에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
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등이며, 그 밖에 보건행정 등 보건의료의 전반적
인 행정인력과 전문가를 양성을 목표로 하는 보건행정학과, 보건관리학과, 의료경영학과, 병원행정학과
등으로 구분된다.2) 물론 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성 등에 따라 더 세부적인 전공(트랙)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보건행정 분야 중 보건의료정보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미국 AHIMA(American Health Information Association, 미국보건정보관리자협회)에서
는 보건의료정보교육 관련 전문위원회(Global Health Workforce Council)를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
자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발표했다. 그 교육과정은 3개의 분야, 각 분야별 3개의 과정(초급, 중급, 고급),
각 과정마다 주요 전공교육(분야별 29개의 교과내용) 그리고 그들이 전문가로서 진출할 수 있는 4가지
핵심분야⋅기능을 제시했다(그림 1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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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건의료정보 분야와 그 기능

각 분야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면, HIM(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보건의료정보관리),
HI(Health Informatics, 보건의료정보학/보건의료빅데이터), HICT(Heal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보건의료정보기술) 그리고 3가지 분야의 관리운영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는 IG(Information Governance, 정보 거버넌스)로 구분된다.

<그림 2> 보건의료정보 표준교육과정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보건의료정보관리에 대한 교육과정이 이 표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9년 보건의료정보교육 평가
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AHIMA의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재편된 한국식 교육과정으로 해당 전공
학과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3)
AHIMA의 표준교육과정 및 그 내용에는 본 고에서 주목하는 “컴퓨터 리터러시”, “기술 리터러시”,
3)

이와 같은 제도 추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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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터러시” 등이 등장한다. 과거에 비교하여 해당 문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데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력이 아닌
기술 중심의 리터러시를 학습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물론 해당 내용 중 데이터의 이해,
해석 및 활용이 포함되어있지만, 이 또한 보건의료분야에 한정된 내용이다.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하였듯, 지식피라미드
형태에서 해당 데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데이터를 서로 연계지어 해석하여 정보로서 변환시키고
또 그 정보를 둘러싼 정보와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만 올바른 지식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 또는 기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 및 기능
구분

내용

Hogenboom, Holler, Merinda(2011)

-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고, 통계를 분석적으로 고려하고, 증거로서 통계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

Mandinach와 Gummer(2013)
Prado와 Marzal(2013)
Data-Pop Alliance(2015)
Burress, Mann, Neville(2020)

- 결정을 알리기 위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데이터 수집, 생성, 관리 등과 같은 여러 역량의 조합 혹은 그 전체로 이해하는 능력
- 데이터를 통해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욕구이자 능력
- 데이터에(를) 접근, 평가, 처리, 요약, 표현하는 능력

김지현(2018)

- 데이터를 생성, 수집, 기술, 관리, 평가, 보존, 이용 및 재이용하는 능력

배화순(2019)

- 사회 문제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회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직결
-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역량

이상의 여러 연구를 통해 규명된 데이터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을 분석한 한상우(2020)의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분석 및 해석’, ‘데이터의 심층적 이해’, ‘상황에 맞는 평가’, ‘데이터의 처리’, ‘효과적인
전달과 소통’, ‘윤리적 사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는 고도의 기술적(technical) 부분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으나, 데이터의
본질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의미, 상황에 따른 본질적인 이해가 보다 중요시됨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은 통계⋅정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왔으며, 교육내용도
개개의 분석방법이나 분석 도구에 대한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처방분석(prescriptive Analytics)4) 측면에서의 교육과정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선행되어야할
것은 전반적인 데이터의 이해, 독해 그리고 활용 역량이라는 의견(박현진, 2018)도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모델은 보건의료정보 분야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에서 제시한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에서
함양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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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과정은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tics), 진단분석(diagnostic analytics),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 처방분
석(prescriptive analytics)임. 이 중 처방분석은 최첨단 분석으로 기계학습, 비즈니스 규칙 및 알고리즘과 같은 복잡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므로 정교한 시스템 구현 및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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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학 교양기초교육에서 함양해야 할 능력과 자질(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구분

내용

다양한 문해능력

- (고전적 관점) 문자로 서술된 지식 내용을 독해하며, 또한 자신의 사유내용을 문자로 서술하는 능력
- (현대적 관점) 문자 기록의 영역을 넘어 광범한 영역에서 모든 사유의 표현을 독해하고 또 자신의
사유내용을 표현하는 능력
-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의거해 산출된 정보를 독해하고 또 이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사유를 표출하는
능력, 즉 정보문해능력

정보수용능력

-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사고능력
- 엄청난 양의 정보 가운데서 적실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의 능력
- 복잡한 사태를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하는 분석능력 + 현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사고의 유연성

총체적 조망 능력

지식창출 능력
소통과 공감 및 협동 능력
합리적 사고와 감성적
정서를 통합하는 능력

-

세분화된 분야들의 위상을 전체 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통찰력
여러 지식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능력
여러 가지 자료를 하나의 틀 안에서 종합하는 능력
현 시대를 과거의 역사와 미래창조의 틀에서 파악하는 능력
개인의 이해관계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역의 문제를 글로벌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분석적 사고능력에 대비되는 종합적 사고 능력

- 다양한 이질적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능력
- ‘새로운’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 자신의 생각을 다른 공동체 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및 이를 토대로 한 공감과
협동 능력
- 합리적 사고를 넘어서서 이를 정서적 감응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
- 합리적인 과학적, 수학적 사유능력과 더불어 예술적 감수성, 인문학적 직관, 도덕적 성찰력 등

또한 교양기초교육의 목표 중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삶의 현실, 자연과 기술문명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삶의 현실과
자연 및 기술문명의 이해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한 수리⋅통계적 해석 교육 및 과학교육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질적 의미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
는 결과적으로 전공교육 관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귀결된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발생되는 복잡 다단한 데이터 및 정보의 이해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일
것이며, 그 문제들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수단이 단편적이면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안목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해결점을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연계, 균형, 수렴의 측면에서 찾고 있다.
손동현의 연구(2010)에서는 대학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전공교육 및 교양교육에 대한 잘못된 논란 및
편견을 지적하면서, 본질적 의미에서의 각 교육 간 역할의 정립을 비롯하여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한
교양교육 분야의 학문적 자구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전문분야별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는 안목
아래서 교양교육은 “지적 연결지평”으로서 기여해야함을 제시하였다. 강명구 및 김지현(2010)의 연구에
서는 “교양과 전공의 유기적 통합형 교과과정을 통한 학부교육 교과과정의 상호보완적 위계적인 구조적
통합”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김순임 및 민춘기(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학문과 직업 생활을 준비하는데 공통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공교육과 연계되고 궁극적으로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구분하기보다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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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갑작스러운 사회적 위기 등으로 인해 그간 보건의료정보 분야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함양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으나, 여전히 그 본질적 의미로서의 실행에 있어서는 한계
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에서 정의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본질과 내용 그리고
이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제안되고 있는 교육체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총체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데이터 리터러시 등과 같은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연계, 균형, 수렴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서 검토된 연구 그리고 관련 전문가적 견해에 따른 데이터 리터러시의 교육은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 분절적 형태에서는 본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발현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뿐 아니라 대부분이 학문영역의 전공 분야가 유사하다는 것이 전문가적 견해이다. 다만 그렇게
설계된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하고 노력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전공 위주의 교육과정에만 충실한
학생들이 해당 전공으로 사회 진출 시 긍정적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에 대해 좀 더 넓게 생각해보자면, 이 또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분절적 사고 방식에
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현실의 교양교육 자체가 보편적 지성교육으로 정착화되고, 전공교육과 교양
교육이 서로 연계된다면, 이러한 교육체계 속의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적 탐구 및 학습과
정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의 명시적 구분 자체
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전반적인 지적수준이 과거에
비해 평균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교육분야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일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명구, 김지현(2010), 한국 대학의 학사구조 변화와 기초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1(2호),
327-361.
김순임, 민춘기(2013), 교양과 전공교육의 연계를 위한 교과과정 시론, 교양교육연구, 7(30), 11-60.
김원준(2020), 코로나 19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 코로나 19 과학리포트, Vol5, 기초과학연구원.
김현(2018).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현장. 인문콘텐츠, 50, 9-34.
박헌진(2018), 4차산업 시대의 필수능력, 데이터 리터러시, 통계의 창, 통계청.
배화순 (2019). 데이터 리터러시의 사회과 교육적 함의. 시민교육연구, 51(1), 95-120.
손동현(2010),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균형과 수렴에 관해, 교양교육연구, 4(2), 19-27.
이정미 (2019).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재접근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의 적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1),
159-179.
최중명(2020), ‘코로나 19’ 급물상 탈 국가보건의료체계 개선작업, 후생신보, 2020.5.8.
한상우(2020), 인문학 기반 데이터 리터러시 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1), 179-195.
WHO(2020), Draft global strategy on digital health 2020-2024.
AHIMA(2015), Global Academic Curricula Competencies for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

190

●

세션 3 재난과 사회적 위기, 그리고 교양교육의 책무성

Hogenboom, K, Phillips, C. H., & Hensley, M. (2011). Show me the data! Partnering with instructors
to teach data literacy. In Declaration of Interdependence: The Proceedings of the ACRL 2011
Conference, 410-417. Chicago.
Mandinach, E. B., & Gummer, E. S. (2013). A systemic view of implementing data literacy in educator
preparation. Educational Researcher, 42(1), 30-37.
Prado, J. C., & Marzal, M. Á. (2013). Incorporating data literacy into information literacy programs:
Core competencies and contents. Libri, 63(2), 123-134.
Data-Pop Alliance(2015). Beyond data literacy: Reinventing community engagement and empowerment
in the age of data. Woking Paper for Discussion.
Burress, T., Mann, E., & Neville T. (2020). Exploring data literacy via a librarian-faculty learning
community: A case stud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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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기(아주대)

1. 서론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삶은 판단과 결정의 연속이다. 그러나 사실판단, 가치판단 그리고 결정의 중요성
은 공동체의 경우 개인의 영역에서보다 훨씬 더 길고 더 깊은 자취를 역사에 남긴다.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정은 대중화된 정보사회에서는 국민,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 등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이때 상호작용은 때로는 협력 관계, 때로는 상호 간의 견제, 심지어 대립되는 진영으로 갈라져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내용적으로 대화의 평등성은 사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동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의견 충돌과 갈등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인 수단으로 해소 혹은 억압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과학적 논의의 영역이지만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들에 판단이 요구하는 객관적 태도 혹은 윤리적 규범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 글에서는
과학자들이 객관성을 상실한 사실판단으로 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예를 들어, 과학적 객관성
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全人敎育 혹은 全一論的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2008년 광우병
2008년 5월부터 약 100일 정도 수도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열렸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미FTA 협상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한국 주부의 70%는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믿고 또 구매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1)
촛불시위에 대한 국민의지지 역시 절대적이었다.2) 그만큼 당시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자발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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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또 그들은 이 대규모 저항운동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확신의 배경에는 당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제시되었던 다음과 같은 논증이 있었다.3)
P1: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
P2: 1997년부터 동물사료를 소에게는 금지하였으나 돼지나 닭에게는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소의
사료와 다른 가축의 사료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는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P3: 미국은 일본처럼 월령과 무관한 전수검사도 또는 유럽연합처럼 특정 월령 이후의 전수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약 0.1% 정도의 조사만 하고 있다.
P4: 소의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고, 미확인인 경우 부정확한 치아감별로 월령을 추정하고
있다.
P5: 유럽에 비해 제거해야 할 특정위험물질이 적다.
P6: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였다.
P7: 인간광우병은 발병할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며 치사율 100%다.
P8: 인간광우병의 감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은 고온에서도 소독이 불가능하다.
P9: 한국인의 유전자형은 인간광우병에 민감한 M/M형이다.
P10: 유럽연합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P11: 일본은 전수검사한 월령 20개월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쇠고기만을 수입한다.
∴ C: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안정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수입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

위의 논증에서 P1에서 P11까지 11개의 전제는 모두 참이며, 비록 형식논리적으로 타당성4)을 확인하기
는 어렵더라도 상식적으로 위의 결론 C는 설득력이 매우 높다. 치료가 불가능하며 치사율이 100%인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나 꼭 먹지 않더라도 생존에 문제가 없는 식품의 수업을 누가 찬성하겠는가?
대다수 한국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처럼 설득력이 강한 논증도 실제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맥락으로
부터 사실들을 분리한 후 다시 조립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은(P1) 인간이 소와 친해진 이래 나이 많은 소에서 발견될 수 있는, 따라서 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발병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이다. 이런 소로부터는 인간광우병이
발병되지 않는다. 또한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광우병 때문이 아니라 호르
몬 분쟁 때문이었다(유럽이 결국 패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시행한 월령 20개월 미만의 전수조사
는 이 월령대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5)
1)

“주부들 ‘미국산 쇠고기 불안해 안 먹겠다’”, <한겨레>, 2006년 8월 14일

2)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센터가 공동으로 2008년 5월 31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촛불시위 찬성 63.6%, 반대 29.8%

3)

이 논증의 전제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제시된 근거들을 필자가 모은 것이다.

4)

타당한(valid) 논증이란 ‘만일 전제들이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 결론도 반드시 참인 논증을 의미하며 이때 전제가 실제로 참일
필요는 없다. 타당한 논증 중에서 전제들이 실제로 참이면, 논리학에서는 이를 ‘건전한(sound) 논증’이라 부른다. 물론 논리학이나
수학이 아니면 타당하거나 건전한 논증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귀납논증의 타당성은 확보가 불가능하지만,
결론이 참이될 개연성이 높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Takashi Onodera, Chi-Kueong Kim, “BSE situation and establishment of Food Safety Commission in Japa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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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가 되는 광우병 발병 소가 미국에 몇 마리 정도가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미국 정부는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하자 2004년부터 18개월간 검사를 통해 미국 내의 광우병 발생빈도
를 추정하였다. 조건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된 바로는 4,200만
마리 중에 4-7마리 정도였다.6) 따라서 특정위험물질(SRM:Specified Risk Material)을 제거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식용하고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0이라고 단정하지 못할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무시
해도 무방하였다(negligible).

2020년 국제수역기구(OIE)의 국가별 광우병 지도를 보면 무시할 정도로 낮은 위험국가에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 등이 속하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이다. 그리고 이외의
국가들은 광우병 위험 등급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OIE는 2007년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하였고, 미국은 한국과의 수입재개 협상에서 OIE의
규정 준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던 진영에서는 OIE를 국제축산업자들
의 영향력 하에 놓인 기구라고 판단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의대 의료정보센터의 H교수
는 한 신문에 “국민의 생명권과 맞바꾼 한-미 FTA”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국제기준 자체가 국제 정치, 곧 각국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은 ‘과학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다. ‘광우병

Vet. Sci. (2006), 7(1), 1-11, p.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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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통제되는 나라’에서 생산된 뼈 및 내장까지 통상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심지어 광우병의 원산지인 유럽 모든 나라들도 미국이나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협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7)

다른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발생의 위험을 지적하던 사람들은 ‘사전예방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을 강조하였다. 즉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발생 기작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넉넉하게’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광우병의
발생기작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안전한 쇠고기를 식용할 수있는 방법은 밝혀져 있었다.
이른바 특정 위험물질의 제거가 그것이다. 이것은 복어알의 작용 기작이 밝혀지지 않은 예전에도, 알과
내장을 제거하면 안전한 식품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과 같다.

국가

2009.2

2020.4

영국

168

178

프랑스

23

28

아일랜드

4

4

이탈리아

1

3

미국

3

4

캐나다

1

2

사우디아라비아

1

1

일본

1

1

네덜란드

3

3

포르투칼

2

2

스페인

5

5

대만

0

1

총계(생존자 0)

212

232

인간광우병(vCJD) 통계, 출처:영국 국립CJD연구&예찰단(에딘버러대학)

12년이 지난 지금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도를 100여일간 마비상태에 빠뜨렸던 2008년의 촛불시위는 ‘집단지성’ 그리고 ‘직접민
주주의’의 모범 사례라고 칭송되었다. 가치의 전도가 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정보 왜곡의 단서를 제공하였을까? 미국산 쇠고기가 매우 위험한 식품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킨 사람들은 한국의 과학자, 의학자 그리고 수의학자들이었다. 전문성을 내세웠던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물론 ‘국민의 건강’이었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 대다수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한국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참여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은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기 위한 운동과 깊이 연관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은 한국의 협상제의에 비공식적
으로 4개의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영화, 의약품, 자동차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였다.

7)

한겨레신문, 2007년 4월 3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00560.html> (2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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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극히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을 이유로 수입금지 시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국이 한미FTA를 비준하도록 만드는 지렛대로 간주하였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식약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공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물론, 국민과의 위험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든 실책이었다.8)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산 쇠고기
의 수입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식약청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었고,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극도의 불신을 갖도록 만든 주 원인이었다.9) 다른 한편 한국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은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진영에게 엄청난 논거를 제공하였다.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무산이 한미FTA
체결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정치적 판단 즉 가치판단이 사실판단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덮어
버린 것이다.
한미FTA에 대한 찬반은 가치판단의 영역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신념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치판단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혹은 위험성이라는 사실판단에 개입할 경우 그 결과가
객관적이기를 바라기는 힘들다.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지듯이,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분리는 과학자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10) 바꿔 말해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전제의 진위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지, 결론을 옳다고 전제들의 진위를
결정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실판단에서 가치판단으로 그리고 결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을 거꾸로 할 경우 가치판단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어 힘 있는 세력의 자의적 지배를 낳을 수 있다.

2.2 2020년 신종코로나 전염병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코로나 질병이 시작된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말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53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34만명, 회복자는 216만명을 기록하고 있
다.11) 한국은 확진자 11,165명, 격리해제 10.194명, 사망 266명으로12)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방역에
성공한 모델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주로 2월 정부의 중국인 입국 정책과 관련하여 일어난 논쟁은
2008년 광우병 사태의 경우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한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한 달 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대한의사
협회의 의학적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로나19
발생국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감염 확산은 명백한 방역의 실패이며, 그 가장 큰 원인은 감염원을

8)

과학적 판단을 협상의 도구로 만들 경우, 사실판단이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9)

당시 필자가 만난 한 야당 국회의원은 식약청의 입장 표변에 대해 매우 분개하였다. 바꿔 말해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 식약청의
판단을 믿었던 것이다.

10) 이 과학자의 윤리를 과학자는 가치판단을 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한 과학자가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안정성, 기타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자와 후자는 그 과정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11) Worldmeter,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2020.5.23.)
12)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23일, 정례브리핑)”, 2020년 5월 23일,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2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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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사협회의 조언
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가 사태 초기에 입국 금지 조치를 하였다면 지금처럼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한시적 입국금
지 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13)

2월 말 대구의 신천지교회 신도에 의해 폭발적으로 지역감염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정부의 낙관적인 분위기도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그 원인을 전문가
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정부의 방역정책에서 찾았다. 그러나 신천지교
회 신도들의 집단 발병의 경로가 당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사실판단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대한의사협회의 언어는 자문이라기보다는 비난과 질책 그리고 결정을 압박하는
문체로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진영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다.
다른 한편 신천지교회 사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2020년 2월 26일,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대한의사협
회의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 건의를 왜 시행하지 않는가?’라는 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의협보다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감염학회는 중국인 입국 제한조치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사실 의협의 건의를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가 실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외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된 결정은 외교부의 권한이며, 전염병이 발병시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의학적 판단이 주가 되겠지
만 다른 많은 요소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14) 그러나 대한의협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듯한 복지부장
관의 대답 모두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발언에서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대한감염학회
역시 중국인 입국 제한조치를 건의한 바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2월 2일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
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공동으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이 권고안은 현재 세 학회의 홈페
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에 밀집되어 살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잠재적인
감염자가 평상시대로 유입된다면 누적되는 확진자들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감시를 위한 노력과 인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감시 대상자가 많아진다면 지금까지와 달리 방역당국이
파악한 접촉자 외에서 확진자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빠르게 포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하여 후베이성 제한만으
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15)

다른 한편 복지부장관은 ‘한국인이 신종코로나 감염 확산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의료 비전문가인 복지부장관 만의 것이 아니었다. 한 의과대

13)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입장”, 2020년 2월 24일, <https://www.kma.org/notice/sub1_view.asp> (2020.5.24.)
14)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에서 독일의 바이러스 전문가, 역병 전문가들은 절대로 정책결정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없다. 그들은
‘사실판단과 예측에 대해 자문을 하고 가치판단과 결정은 정치가가 한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
15) 대한감염학회, 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한항균요법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정부 권고안”, 2020년 2월 2일,
<http://www.ksid.or.kr/rang_board/list.html?num=3362&code=notice3> (2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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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예방의학 교수도 같은 취지의 글을 그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코로나 19의 국제적인 감염이 입국한 외국인이 아니라 환자 발생국가에
방문했던 자국민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사태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외치는 사람들과 단체 그리고 언론사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입국하고 있는
중국인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면 그런 주장이 일말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중국 국적의 코로나19 환자는 7명이지만 그중 3명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감염된 사람들이고 단 4명만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경우였는데 이들로 인해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전혀 없다.16)

한국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이 급속히 증가하자 이스라엘 등 외국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자를 출국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J교수는 외국의 이런 움직임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위의 글을 썼지만,
그 내용이 사실판단의 관점에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우선 이 글이 쓰여진 시점보다 한 달 전
독일에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감염원은 뮌헨의 한 회사의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중국인이
었다. 또 2월 초 일본 교토에서 확인된 신종코로나 환자는 발병되기 2주 이내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고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사람(중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인으로부터 감염된
국내 환자가 당시에 없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J교수의
주장은 과학적 설득력이 없었다.
다른 한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2020년 2월 4일과 10일 두 차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
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중국에서의 전파 확산 속도와 국내 확진 환자와의 밀접, 일상 접촉을 통한 전파양상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 유행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점검과 준비를 본격화 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모든 위험지역에서 온 입국자들의 2주간의 자발적인 자가격리 권고와 적극적인 역학조사 협조를 포함
한다.(2월 4일)17)
다섯째,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되거나 중국 또는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은 지체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자발적 신고를 해주시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월 10일)18)

불과 1주일이 안되는 기간에 나온 동일 학회의 두 성명서에서 중국인 입국 제한과 관련해서 매우
16) J의 환경이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우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2020년 2월 26일,
<http://blog.naver.com/PostList.nhn?from=postList&blogId=free5293&categoryNo=0&currentPage=5> (2020.5.24.)
17)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공동 성명서”, 2020년 2월
4일, <http://www.prevmed.or.kr/board_community_notice01/view.php?tn=board_community_notice01&list_count
_s=&G_state=Y&pm=5.1&part_part_s=&subject_s=&content_s=&name_s=&writedate_s=&keyfield_s=&search_word
_s=&uid=6&gid=6&cpage=2&spage=1> (2020.5.25.)
18)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공동 성명서”, 2020년
2월 10일, <http://www.prevmed.or.kr/board_community_notice01/view.php?tn=board_community_notice01&list_c
ount_s=&G_state=Y&pm=5.1&part_part_s=&subject_s=&content_s=&name_s=&writedate_s=&keyfield_s=&search_
word_s=&uid=8&gid=8&cpage=1&spage=1> (2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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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월 4일에는 ‘모든 위험지역 입국자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2월
10일에는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은 자발적 신고’를 요구하였다. 특히 2월 10일에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학회 관계자는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의 불필요성과 실현 불가능성을 역설하였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금도 1,000명을 넘는데 입국금지 대상 지역을 늘리면 그 수가 크게 늘어나
이들을 관리하는 데만도 과부하가 걸려 더 급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 그는 현 단계에서
광둥성 등을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 비해 한참 적다는 점 ▶하루 3만명에 이르던 중국→한국 입국자가 여행자제 권고 이후
5,000명 이하로 줄어 꼭 필요한 사람들만 오가는데 그것까지 막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점 ▶한국에
들어오려면 중국에서만 6회 이상, 한국에서도 다단계 방역절차를 거치므로 의심환자 등이 대부분
걸러진다는 점 ▶신종 코로나 환자는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 정부가 국외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았다.19)

그러나 대한감염학회는 중국인 입국 금지의 이유로서 ‘관리의 과부하’를 들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40%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었다.
그리고 위의 나머지 이유들도 어떤 학술적 조사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방역 정책이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단정적인 판단을 하였다.20)
다른 한편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의료단체와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정책을 WHO의 지침에 연계시키자, 이들은 WHO 특히 현 사무총장이 중국 편향적이라며 비난하였다.
이것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국제수역사무국을 국제축산업자의 산하기관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논리적 오류로서, 이른바 ‘메시지를 비판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식의 공격이었다. WHO의
친중국 성향 여부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이 문제와 중국인 입국 제한 문제는
별개이다. 왜냐하면 ‘전염병 발생시 발생지로부터의 인적 유입의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 사무총장의
성향과는 무관한, WHO의 오래된 지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WHO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행 제한에 대한 2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2020년 1월 27일, 다른 하나는 2월 29일에 공표되었
는데, 핵심은 ‘여행이나 교역 제한이 다른 방역 조치에 필요한 자원을 잠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전염병 발생의 초기에 필요한 봉쇄 정책과 적절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정당화될 수는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21) 즉 WHO의 입장은 전염병
발생 시에 여행 제한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급감하는 반면, 신종코로나 질환이 유럽, 미국 및 기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
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3월 28일을 기하여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 시키면서 한국 정부를 당황하게

19) “한국 입국금지 대상 中 지역 확대, 현 단계선 현실성 없어”, <서울경제>, 2020년 2월 10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VBLUQUS> (2020.5.25.)
20) 2월 초에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이지만, 중국의 확진자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신빙성 있는 보도가 있다. “Leaked Chinese
Virus Database Covers 230 Cities, 640,000 Updates”, <Foreign Policy>, 2020.5.12., <https://foreignpolicy.com/2020/
05/12/leaked-chinese-coronavirus-database-number-cases/> (2020.5.26.)
21) WHO, “Updated WHO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traffic in relation to COVID-1. 9 outbreak”, 2020. 2.
29, <https://www.who.int/news-room/articles-detail/updated-who-recommendations-for-international-traffic-in
-relation-to-covid-19-outbreak>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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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언론은 중국인 입국 제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국민 정서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전염병 발병 시에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서 찾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었고, 사실상 외국인의 입국 금지조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3월 초부터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상태였
다. 반면에 2월 한 달은 아래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2월 초 WHO의 권고에 의거해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22) 4월 1일 취해진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시기와 방법이 거꾸로 되었기에 설득력이 없다.
다른 한편 한국정부의 4월 1일 조치에 대해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을 반대하던 의료인이나 학회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다.23)

출처: Worldmeter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인 입국 전면 제한 여부를 놓고 몇몇 의학자들은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하지 않거나 일관성을24) 상실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몇몇은 서로 다른 견해를

22) “강경화 중국인 입국제한 확대 “WHO 권고 등 감안…필요하면 추가 조처”, <한겨레>, 2020년 2월 6일, <http://www.hani.co.kr/a
rti/politics/diplomacy/927208.html#csidxd2553688aa7c4b49433e0b144919ce2> (2020.5.25.)
23) 이점을 현재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4) 신종코로나 질병처럼 알려지지 않은 재난의 경우 새로운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입장을 번복해야만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필요하며 이점을 일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물론 없다. 위에서 언급한 일관성 상실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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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관변학자’, ‘총선과 관련[된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서로 비난하면서 다신
한번 과학적 판단의 대상을 스스로 정치화하였다.25)

3. 결론
3.1 대형 재난의 시대에 과학자의 윤리
한국에서는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여론이나 당국은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보다 책임자
처벌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책임자를 누구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선을 따라 대립되는 경향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재발되면,
언론은 항상 ‘OO 사건 이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는 기사를 쓰지만, 언론 역시 책임자로 추측되는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기사와 추측을 사실로 곡해하는 기사를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사건들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다른 한편 지금까지 있었던 몇몇 재난들은 앞으로 닥칠 재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원전의 안전성 논쟁과 연계된 지구온난화 문제는, 만일 적시에 제어되지 못한다면
전 지구적 대재앙의 시대로 인류를 몰고 갈 수 있다. 설사 이런 비가역적인 재앙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겪고 있는 신종코로나 질병보다 훨씬 더 악성이고 더 높은 전염율을 갖는 바이러스 질환이 창궐할 가능성
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럴 때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 사실판단 능력을 상실한다면 한국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실행 능력을 상실하는’ 혼란의 상태로 진입하면서,26)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대형 재난을 예방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과학적 사실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판단 능력은 결코 전문 분야의 지식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객관적’이란
표현은 지식에 기반을 둔 태도이지 지식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과학’, ‘전문성’ 그리고 ‘진실’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정보의 왜곡과 선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여기서 ‘객관성’이란 지식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판단 및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그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객관성’의 확보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한다면 강제적 규범인 법으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 결국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 즉 윤리적 규범의 내면화가 필수적이다.
과학의 영역에서 예측을 포함한 사실판단은 건조한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일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면 역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판단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고 사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영역이 아닐 수 있다. 욕망과 꿈, 이념과
25) 의료인들의 상호 비난은 주로 정치적 유투브 방송에서 일어났고,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정쟁화한 잘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인용하거나 다루지 않는다.
26) 현재 미국은 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 아직 안전한 상태가 아님을 강조하는 봉쇄 지속파와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개방파
간의 갈등으로 국론 분열의 상태에 빠졌다. 정당, 언론, 국민 그리고 지식인들이 서로 나뉘어 사실판단, 가치판단 그리고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인 점은 정부의 정책을 자문하고 실행하는 의학자들과 기관이 과학적
냉정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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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과거의 고통과 체면은 우리의 사실판단의 정확성을 크게 좌우한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사실판단에
서 그 순서를 쉽게 뒤집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사실판단이 간주관성이 확보된 직접 관찰이나 실험이 아니라 추론과정을 거쳐 내려질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완전히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바로 이것이 개인이건 집단이건 한
번 내린 사실판단을 뒤집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학 이론의 변천 과정과 관련해서
토마스 쿤의 뺷과학혁명의 구조뺸는 바로 이점을 기술한 책이다. 이처럼 사실판단이 여러 배경지식을 전제
로 내려진 경우,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필요에 의해 도입된(ad
hoc) 가설 및 배경지식으로 방어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뒤엠-콰인 테제(Duhem-Quine thesis)의
‘이론의 반증불가능성’은 배경지식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실판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영역
에서 존재하는 합의의 어려움과 함께 인간은 불완전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바로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뺷論語뺸의 “여러 사람이 미워하여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며 여러 사람이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子曰, 衆惡之 必察焉 衆好之 必察焉)”는 구절의 의미가
드러난다. 진실을 찾기 위해 ‘하나의 관점과 하나의 그림’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현대어로 ‘팩트체크’를
하라는 충고이다. 왜냐하면 사실의 의도적 왜곡은 대부분 집단적 열정과 흥분을 동반하면서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하나의 관점과 그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객관성은 단일한 태도라기 보다는 복합적인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인 특유의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한다. 과학자는 과학 전반에 걸친 조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수를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예측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델의 위험성과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넘치는
정보 중에서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수련 전반에 걸쳐서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실제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빠지기 쉬운 오류의 함정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관객이 ‘직접’ 보는 가운데 모자에서 토끼가 나오고, 손수건에서 장미꽃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 마술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마술은 인간 사고의 구석구석에
있는 약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미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항체이다.

3.2 전일론적 교양교육의 필요성
동시에 바로 이 객관성이란 태도는 인간의 욕망에 좌우되는 약점을 극복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동서양의 철학은 수천 년간 인간의 마음에 대한 통찰을 해왔다. 어쩌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는 정답이 없는 듯하지만 오랜 전통에서 배울 바도 적지 않다. 또
인간의 역사는 단순히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옳고 그른 사실판단과 옳고 그른 가치판단
이 어떻게 옳고 그른 결정에 이르러 문화와 재앙들을 만들었는지를 알려준다. 이런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가 지금 집단적으로 가고 있는 길이 실은 건물 사이에 걸린 줄 위의 춤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문학과 예술은 제3자로서 들어갈 수 없는 타인의 내면 세계로, 때로는 추체험을 통해 때로는
감각을 통해 들어가 그 영광과 타락 모두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통로이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가치판단이 결코 제3자가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과학도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들이 실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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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재난과 사회적 위기, 그리고 교양교육의 책무성

분야가 관련된 통합과학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이런 총체적 조감 속에서 과학과 과학자의 역할을 이해해
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이 위기의
근본에는 각종 정보의 왜곡과 선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처럼 정도가 사라진 사회(邦無道)에서 개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과학도는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해 사실판단의 어려움과 이에 필요한 신중함을 배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실에 대한 감각을 획득해야 한다. 역시 뺷論語뺸의 한 구절인 ‘교묘한 말을 하고 보기 좋은 표정을 하는
사람 중에 어진자가 드물다(巧言令色 鮮矣仁)’는 격언은 인간의 진솔성에 대한 감각적 판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자는 ‘드물다(鮮)’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말이 항상 옳다는 단정을 피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에
대한 추구가 의무가 아니라 감각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은 한 명의 과학도를 키우기 위해 이런 폭넓은 노력을 정성을 다해 기울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全人敎育 혹은 全一論的(holistic) 교육이라 부를 수 있으며, 과학자의 윤리는 이런 전일론적 교육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21세기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는 인적 인프라의 구축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학자의 윤리와 전일론적 교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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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으로서의 데이터 리터러시

김태영(동의대)

Ⅰ. 머리말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하 4IR로 지칭)의 도도한 물결이 어느덧 우리를
익숙하게 감싸 돌아가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도 낯설지도 않으며 너무나
익숙하고 어쩌면 진부한 단어가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4IR을 가속화할 촉매제로 여겨지는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로 지칭)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7개국에서 2019년 7월 기준으로
이미 상용화를 시작하였으며, 스웨덴의 통신 장비 제조사 Ericsson의 예측에 따르면 2021년이 5G가
대중화되는 원년이라 보았고 2025년경에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29%가 5G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 한편 우리나라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하였으
며2),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G 가입자 수는 164만 8000명으로서 전 세계 모든 5G
가입자 수의 77.5%를 차지하여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여주었다3).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통해
우리는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전개하고 있음을 이미 목도하였으며,
이는 5G라는 4IR의 통신 인프라로 인해 가능하게 될, 이를테면 자율주행자동차,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과 같은, 첨단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원유라고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가 이미
그 자체로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자본주의(data capitalism)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음 내용을
주목해 보자.
▶ 세계 최고의 부호로 일컬어지는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우리는 절대 데이터
를 내다 버리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머스 H. 데이븐포트 저, 김진호 역, 2014)

1)

https://telecoms.com/501060/global-5g-uptake-wont-start-to-really-ramp-until-2021-ericsson/

2)

조수진 (2019). 주요국 5G 도입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슈리포트 2019-27호: 2019년 4월 3일 23시에
5G 서비스를 개시한 대한민국과 한국시간 기준으로 4월 4일 새벽 1시에 서비스를 개시한 미국의 통신사 Verizon 간의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을 일컫는다.

3)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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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부회장은 “현대카드는 이제 금융회사가 아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
이다.” 라고 말했다4).
▶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처럼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이터거래소(Data Exchange)가 이미 2016년
에 중국 상하이에 설립되었다5).
그밖에도 4IR을 수놓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와 같은 현상들도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사회(data-driven society)로
진입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4IR로 인해 인류는 이전의 그 어느 세대보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
에 걸맞게 교양교육에서도 데이터 생산, 가공, 분석,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역량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초교양교육을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강명구,
김지현, 2010)으로 바라본다면, 기초교양교육의 외연을 데이터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라는 용어가 최근에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국내에서도 소개되고 있으며, 리터러시 계열의
다양한 용어 및 개념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에 교양교육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개념과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련의 고찰을 통해 교양교육 수요자들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추도록(being data literate) 돕는 것이 교육 현장 및 연구에 있어 독립적인 하나의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데이터 리터러시: 선행연구 고찰
해외에서의 데이터 리터러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줄기차게 이루어졌으며(한상우, 2018), 국내에
서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결과가 2010년대 후반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6) 전술한
바와 같이 문헌정보학 및 정보관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7).
한상우(2018)는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주장하면서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
의 식별, 접근, 습득, 평가, 조작, 정제, 분석, 표현, 관리, 보존까지 데이터 활용의 전과정에 대한 통합
이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데이터의 이해’ 뿐만 아니라 데이터 리터러시에 요구되는
4)

http://www.mediapen.com/news/view/371990

5)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9/712902

6)

물론 데이터 리터러시와 유관한 개념의 다른 용어를 사용한 연구는 그 이전에도 있었으나(예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통합검색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여 검색한 결과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다룬 연구는 2018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7)

본 발표문에서 고찰한 선행연구에서 등장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 정의는 국내 연구자들의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해외 연구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의 정의를 인용한 다음 각자 재정의하였기 때문에 본 발표문에서는 따로 해외 연구자들의 정의를
고찰하지는 않았다. 국내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해외 연구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 정의의 대표적인 것으로 “도표를 제대로 읽는
법, 데이터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법,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을 때 이를 인지하는 법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Carlson, Fosmire, Miller, & Nelson, 2011, p.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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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적 소양으로서 ‘논리적 추론’, ‘소통과 협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스토리텔링’의 4가지 역량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이정미(2019)는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 관련 기술 역량의 습득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객관적이고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보았고 다가오는 세대에 필수적인 역량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와 연관된 다양한 류(類)의 리터러시 개념 간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데이터
리터러시와 가장 혼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꼽으면서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를 “디지털 환경에서 동작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인지적 사고”로
종합하여 재정리하였고,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다소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
다. 김지현(2018)은 북미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구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 리터러시 세부 역량을 매핑하였다. 데이터 리터러시를
“그래프와 차트를 적절히 읽고 데이터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며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이용되었을
때 이를 인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Carlson, Formire, Miller와 Nelson(2011), Nelson(2015)의
연구에서 도출된 데이터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세부 역량을 인용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검색 및 수집; 2)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포맷; 3) 데이터 변환 및 상호 운용성; 4) 데이터 처리 및 분석; 5)
데이터 시각화 및 표현; 6) 데이터 관리 및 조직; 7) 데이터 품질 및 도큐멘테이션; 8)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기술; 9) 데이터
관리 공유 문화; 10) 윤리 및 데이터 인용; 11) 데이터 큐레이션8) 및 재이용; 12) 데이터 보존

교양교육으로서의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독립적 영역의 가능성과 적절성을 타진하기 위해 중등 교과과
정에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란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량 체계로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기 때문이
며, 또한 중등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접하게 될 기초교육이 교양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배화순(2019)과 이진석(2019)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연구 모두 본고
작성 기준으로 최신 교육과정인 2015 개정을 기준으로 하였고 교과목은 사회과로 하였다. 배화순(2019)
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그것과
관련한 내용과 형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리터러시와 연관성이 있는 교육과정과 해당 교육과
정의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아울러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리터러시의 여러 요소 중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측면에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
고 사회과 영역에서 중시되는 비판적 사고와 그에 입각한 데이터의 비판적 수용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덜 부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 리터러시의 하부 요인들을 골고루 함양하기 위한
8)

흔히 큐레이션이라 하면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선정하여 구성하는 등 작품을 잘 다듬고 포장하여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일컫듯이, 데이터 큐레이션도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기업과 개인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발굴하는 전
과정의 지휘 활동을 말한다. (“빅데이터도 큐레이션을 해야 보배” (The Science Times, 2013.8.20.)에서 수정 인용하였다.) 즉,
지나친 정보가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만큼 정보과잉인 시대에 소비자의 취향과 기질에 맞는 상품의 정보, 독자의 지적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하는 기사만을 엄선하여 제공하는 정보 구독 서비스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큐레이팅 사례로
볼 수 있다. 흔히 이러한 데이터 큐레이팅 서비스는 유료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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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진석(2019)은 앞서 도출된 데이터 리터러시의 하부 요인 가운데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에 초점을 두고 2015 개정 기준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데이터 시각화를
충분히 학습하고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Ⅲ. 데이터 리터러시: 교양교육과의 연관성
데이터를 바라보는 두 가지 흐름이 감지된다. 하나는 빅데이터를 위시한 기술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
는 비판적, 성찰적, 반성적 사고를 아우르는 데이터 이해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다.
데이터 리터러시도 물론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측면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데이터의 비판적 소비를
아울러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가지 목적 모두 교양교육과의 교집합이 발생한다. 우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측면에서 한국기초교양교육원의 뺷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뺸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 모델에 의하면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에서 함양해야 할 능력과 자질로서 다양한 문해
능력을 꼽고 있다. 이는 문자로 서술된 바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서술하는 전통적 개념의 리터러시를
넘어서서 “광범한 영역에서 모든 사유의 표현을 독해하고 또 자신의 사유내용을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또한 현 시대에 걸맞은 주요한 리터러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강명구와 김지현(2010)은 기초교양교육이 자유교육, 기초교육, 교양교육으로 개념화될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교양교육 성격이 강조될 때 이는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우리가 교양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 중의 하나는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다. 김태영(2009)
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향상은 그 자체로 교양교육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손동현(2006)도
“세계화된 새로운 정보사회에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교양교육의 한 축으로 보았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회가 도래할수록 우리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성찰적, 반성적 사고도 동시에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을 매개로 교양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양교육 분야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아직 생소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기초교양교육으로서의 양적 추론을 소개하면서, 김혜영과 이은하(2019)는 ‘데이터 리터러
시’ 대신 ‘양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QR)’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필자들은 양적 추론
개념을 본고에서의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과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양적 추론을 빅데이터 시대의
필수 역량으로 전제하면서 “데이터가 미래 시대를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데이터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며, 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관련성을 인식하고 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being
data literate) 사회 구성원이 지닐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주어진 데이터의 올바른
추론에 근거한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연구는 데이터 리터러시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서울 시내 10개 대학과 미국 대학에서의 양적 추론 관련 교양 과목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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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조사했는데, 국내외 대학들의 기초 교양으로서의 양적 추론 과목 개설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대학들에서는 양적 추론 교육의 중요성이 경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글쓰기, 외국어와 영역과 함께
QR 영역을 대학의 학문 활동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초 능력으로 규정하고, 교양의 기초교육 즉 교양
필수로 개설할 것을 적극 제안”하였다.

Ⅳ. 맺음말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용어와 그것이 지칭하는 바가 교양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생소하고, 유사한 함의
를 지니는 용어들로 인해 명확한 개념을 잡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 하지만 무엇으로 부르든지 간에 데이터
리터러시가 지칭하는 핵심은 데이터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적절한 활용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표문에서는 교양교육과 데이터 리터러시의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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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양의 기초교육으로서 양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교과목의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

김혜영(한국체대)⋅김문석(King's College London)

1. 서론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교양교육에서
배양해야 하는 핵심역량이다. 이미 해외의 유수 대학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전공과 관계없
이 모든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확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QR)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에 의하면 교양기초교육에서 함양해야 할 능력과
자질은 우선 다양한 문해(literacy) 능력으로 ‘모든 사유의 표현을 독해하고 또 자신의 사유내용을 표현하
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문해력에는 양적 문해력quantitative literacy 또는 수학적 문해력
mathematical literacy, 수리능력numeracy 즉 QR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내의 대학들은 대부분 글쓰
기와 외국어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있고 정량적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QR은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QR의 근간이 되는 수학과 기초과학(BSM)이 대학 교양의 기초교육으
로 개설되었더라도 사실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전공기초과목 이므로 거의 모든 비이공계 학생들은 대학교
양에서 수학이나 기초과학을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김혜영 등, 2019).
미국의 대학협의체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AAC&U)가 주도하고
개발한 학습평가방법인 the VALUE(Valid Assessment of Learning in Undergraduate Education)
rubrics에 의하면,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지적이며 실용적인 능력(Intellectual and Practical
Skills: 탐구와 분석,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읽기, 양적 문해, 정보 문해, 팀워크, 문제해결)
중 하나가 양적 문해력(Quantitative Literacy, QL)이다. 양적 추론(QR)이라고도 하는 QL은 “사고습
관”이며, 역량(competency)이며 수치 데이터를 다루데 있어서 편안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QL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양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수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타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 표, 그래프,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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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등을 사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고도의 수학이론을 배우지는 않지만, 모든 학생들은 간단한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이치를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즉 수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비평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등 대학 졸업자들은
현대 사회가 쏟아내는 엄청난 양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습관”은 연습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기초 자료를 모으고 합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다다르는 능력을 얻는 과정이다(박형주,
2018). 전공과 관계없이 급변하는 21세기를 살아야 할 학생들에게 대학은 QR 능력(skills)을 배양할
수 있는 교양기초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해외 유수 대학 QR 교과목의 교육 사례를 근거로 양적 추론에 대한 교육 목적과 성과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 기초교육으로서 QR 교과목에 대한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본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에 따르면 "수학적 문해력은 우선 세계 속에
서 수학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수학적 판단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적이
고, 절제되고, 성찰적인 시민의 자격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의 욕구충족을 위해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OECD, 2000). 문해력(literacy)이란 수학적 지식과 역량을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숙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용도(functional use)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즉
변화와 성장, 공간과 형태, 확률, 불확실성과 종속관계와 같은 QR 내용을 개인이나 사회,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PISA, 2000).
본론에서는 해외 대학들이 교양의 기초교육으로 QR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학습 성과를 내는
각각의 사례를 순서대로 소개하겠다.

2-1. QR 교과목 개발 사례
캐나다 서부의 소규모(8천 명) 대학으로 1967년 리버럴아츠 칼리지로 시작해서 지금은 종합대학이
된 A 대학은 2007년부터 QR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A 대학의 QR 교과목 개설 운영에 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Wismath & Mackay, 2012), 비이공계 학생들이 교양과학 수업을 어려워했고, 대부분의 교양과
학 교과목이 고등학교 수학 정도의 수학적 문해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초수학 교과목이 수학적
문해력이라는 핵심역량을 제고하기 보다는 고급 수학과정을 준비하는 학문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QR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였다.
이 사례연구를 정리하면 QR은 재정, 건강, 교육, 정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학적 요구에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언어로써 광범위하고 실용적인
능력(skills)이다. 따라서 QR은 일종의 ‘양적 언어’이다. A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QR을 교양의 기초교
육으로 제공하며, 학습 목표를 졸업생들이 현대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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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두었다. 학생들이 수치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려면 간단한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이치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QR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첫째, 학생들은 수과 수의 체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수에 대한 감각과 기초 대수를 익혀서
수치 데이터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수치 데이터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태도와 사고습관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수치 데이터로 표현된 자료를 대하는 학생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는데, 모든 학문 영역에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태도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가설이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의지도 필요하다.
다만 교과목을 개발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두려워하거나 수학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새로 개설된 QR 교과목에는 격려와 실습을 중심으
로 학습법 코칭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첫 과제로 삼았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은 학생들에게 기본 지식과 핵심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특히 수의 체계와 기본 연산, 지수와 과학적 표기법, 백분율, 추정 및 근사치, 표, 그래프
및 공식을 사용한 정량적 데이터의 모델링, 선형적 증가 및 지수적 증가, 기본 통계 도구 등은 QR 교육
내용의 핵심이다. QR은 수학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QR의 첫 번째 교육목표이다(Wismath & Mackay 2012).

2-2. 학제적 과목으로 QR 교과목 개발 사례
미국 오하이오 주 옥스퍼드에 있는 주립 마이애미대학교(Maiami University)에서 QR은 측정과
추정 능력, 스케일 감각(a sense of scale), 기본적인 확률 이론과 통계에 대한 이해 및 수로 추론하는
편안한 사고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미적분학이나 고급수학을 위한 과목이 아니다. 간단히 QR은
일상생활에서 수학과 통계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Wolfe(1993)의 연구에 의하면 마이아미대학교는 1990년 QR을 학제적 과목으로 개발하면서 데이터
로부터의 학습, 양적 표현, 증거와 주장, 그리고 양적 직관 등 QR의 4 가지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였다.
데이터로부터의 학습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다.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자연을 상대로 질문하고 데이터로부터 답을 얻는 과정이므로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시험하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가설
검증의 개념과 실험 및 체계적 관찰과 같은 특정 조사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학생들은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 상관 계수 같은 기술통계와 t 테스트, 카이 제곱과 같은 추론통계를 사용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다.
두 번째, 양적 표현은 다양한 상황에서 ‘양적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양적 개념을 시각적
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숫자들의 집합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표나 그래프로 표현된 자료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정량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다양한 그래프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는 시각적 용어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 수단이며 지리적, 사회적,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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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념을 문맥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보통 양적 표현으로 제작된 지도를
읽거나 지도를 만드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 다양한 스케일(scale)과 분포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
다. 이를 통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 있는 공통된 개념 구조를 파악하고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
은 서로 다른 스케일을 오해하여 종종 부적절한 추론을 하기도 한다.
세 번째, 증거와 주장이란 여러 증거들로부터 도출된 결론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원시 데이
터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므로 우리들이 추론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해석해야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가치와 진실을 찾게 된다. 추론과 의사결정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개는 동물이다"와 같은 진술이 "모든 동물은 개"라고 암시한다거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가난할 확률은
30%이다"를 "가난한 사람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될 확률은 30%이다"와 같다고 가정하는 오류이다.
마지막으로 양적 직관을 개발하는 것은 숫자와 다른 정량적 개념에 대한 "감 fe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양적 직관은 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수의 크기를 인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큰수
작은수가 아니라 적합한 수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은 몇 초인지, 지수적
증가에 대한 감각이나 페르미 추정과 같이 기초적인 지식과 논리적 추론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략적인
근사치를 추정하는 것 등이다.
마이아미대학교는 QR 교육을 통해서 인문, 예술, 사회, 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통찰력을 통합하고
자 하였다. 학제간 연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QR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팀별로 학습된 학제간 핵심 과정,
개별 학습 과정 및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학습목표는 학생들에게 QR의 주요 측면을 소개하고
능력 함양에 필요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QR은 필요하고
교육받은 시민들에게도 QR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3. QR 교과목의 운영 사례
미국 사립대학교인 뉴욕대학교(NYU)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NYU의 교양교육 과정은 학부 전공과
졸업 후 경력 그리고 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skills)과 폭넓은 지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전문 직업을 위한 훈련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지식을 넓히기 위해 추구되는 탐구 영역이다. 교양과목들은
비판적, 분석적,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상상력을 키우며 창의적 사고가 발현되도록 한다. NYU의
교양기초교육은 신입생 세미나, 글쓰기, 외국어, 현대문화의 기초, 과학탐구의 기초로 구성되어 있고 1995
년부터 매학기 QR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뺷QR: 자연에서의 수학적 패턴 이해뺸 교재도 개발하였다.
QR 교과목을 개발한 수학과의 Fred Greenleaf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들은 ‘과학탐구의 기초’
영역을 구성하는 QR, 물리과학, 생명과학 등 세 가지 과정을 순서대로 수강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는
실습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과정 모두 양적 자료를 다루고 있고 두 자연과학 과정은 과학적 추론의
본질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과학 지식을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과학탐
구의 기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양적 관점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함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두려워하고 있고 수학 실력이 부족하였기에 입학생의 20% 정도는 ‘과학탐구의
기초’의 첫 번째 과정인 QR을 수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학적 사고"를 수강해야만 하였다. 소수지만
잘 준비된 학생들은 미적분학이나 통계학 같은 주요 수학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QR을 대신하도록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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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수학이 약한 학생을 위해 좀 더 수업을 잘 듣도록 도와주고 격려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QR 과정의 분위기에 겁을 먹었다. 따라서 1997년부터는 배치고사를 통해 상위
20~25%의 신입생들에게 QR 과정을 면제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일단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제거되
고 나니 남아 있는 학생들의 사기와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래도 또 다른 미묘한 문제가 있었는데,
남아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준비가 잘 된 학생들로 이들에게는 자만과 실망이라는
기이하고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다. QR에서 다루는 수학적 주제는 상당히 초보적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주제들을 봐왔는데, 필수과목이라 어쩔 수 없이 수강한
덕분에 평균성적이 떨어지며 성적표에 C가 나왔다."라는 불만이 생겼다. 종종 고등학교에서 미적분학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생겼고,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 대부분 QR이 면제되었지만 이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주제조차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20년에 4개의 QR 과목(문제, 통계 및 의사결정, 수학과 컴튜팅, 수학에서의 위대한 사상, 데이터에
서 발견으로)이 개설되었고, QR 대체 과목은 생물통계학, 통계학, 분석통계학, 미적분학, 경제학을 위한
수학, 행동과학을 위한 통계학, 정치학을 위한 연구방법론 입문, 사회과학을 위한 미적분학, 언어의 패턴
등 15개 세부학문분야의 교과목들이다.

2-4. QR 교과목의 학습 성과 사례
미국 뉴욕 주 주립대학(SUNY)의 버팔로대학교(University at Buffalo, UB)의 홈페이지를 정리하면,
이 대학이 운영하는 UB 커리큘럼은 지적 발견과 통합 학습을 중심으로 구축된 교양교육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직업인으로서 성공적 삶을 살고, 상호 연결된 다양한 세계에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
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비판적 사고, 윤리적 추론, 글로벌 학습,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다.
UB 커리큘럼은 UB세미나(3학점), 기초(18학점), Pathways통로(18학점), 캡스톤(1학점) 등 4개의 주요
과정으로 구성되며,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40학점 이상 수강하도록 구성되었다.
기초는 기초교육 영역으로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고급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화적 역량,
윤리 및 분석적 추론 등을 촉진하는 영역이다. Pathways는 교양교육 영역으로 학문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상호 연결된 주제나 개념을 공부하며 기존의 관심사를 보완하거나 시야를 넓히고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맞춤형 주제로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기초에는 의사소통 문해, 수학과 양적 추론(Math
and Quantitative Reasoning, MQR), 과학적 문해와 탐구, 다양성 학습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MQR 과정은 수학과 양적 문해 능력을 함양하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양적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한다.
MQR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정량적 방법, 수학적 모델, 통계 및/또는 논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초 대수 수준을 넘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습 성과는 다양한 학문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치 데이터, 그래프, 모형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수학적, 정량적
추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더불어 양적 정보의 정확성과 그 정보로부터 도출된 결론의 한계를 이해하
기 위해서 다른 출처의 양적 정보를 비교하고 종합해야 하며, 양적 정보를 해석하고 추론과 결론을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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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해야 한다.
다만 STEM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의 대다수 학생들의 경우 MQR 학습 성과는 전공 과정에서 충족될
수 있다. 그 외 학생들의 경우 학습 성과를 충족하기 위해 NYU는 QR과목을 개발하거나 기존 과목의
내용을 조정하였다. 추가로 MQR 과정을 개발할 경우 MQR 학습 성과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였고, 설명과
실험을 포함하는 요건과 고등학교 수학 과정 등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요건에 적합할 수 있는 주제는 데이비드 헬펀드의 저서 뺷생각한다면 과학자 처럼뺸에 소개된
내용들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재정과 의료에서의 의사 결정, 데이터의 무작위성,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보간과 외삽(interpolation과 extrapolation), 통계적 역설, 시사문제 논쟁에 대한 수치 적용
등이 있다. QR 교과목을 수강하고 나면 우선 데이터 세트에 양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탐색, 분석 및 시각화하기
위해 컴퓨팅 도구computing tools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개인정보, 윤리 등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NYU의 QR 강의계획서).

3. 결론
대학 교양의 기초교육은 전공과 졸업 후 경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며,
핵심역량 중 다양한 문해력(literacy)은 ‘모든 사유의 표현을 독해하고 또 자신의 사유내용을 표현하는
능력’이다(교기원 표준모델). 여러 문해력 중 QR은 데이터로 소통하고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데이터가 자본인 시대에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꼭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교양의 기초교육은 주로 국어와 영어이며, 기초교육으로 개설된 BSM은 사실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전공기초 과목이다. 따라서 전공기초로 BSM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의 기초교육으로
서 QR 교과목의 개발과 개설이 필요하다. 국어, 영어와 같이 QR도 ‘양적 언어’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지적이며 실용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
QR 교과목을 개발할 때는 해외의 유수 대학들의 사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교육 목표를 “일상생활에
서 발생하는 수학적 요구에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현대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준비한다.” 와 같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개발 기준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들이 개설한 QR 교과목의 학습 목표를 보면 대부분 AAC&U가 제시한 QR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지표가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의 교양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교
양기초교육원과 한국교양교육학회가 AAC&U와 동일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 학습
내용은 주로 기능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채워지며, 추상적인 수학이론이 아닌
개인이나, 사회,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들이다.
공개된 NYU의 2020년 가을학기 QR: From Data to Discovery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우리는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며 첨단기술 덕분에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데이터와 첨단기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교육받은 시민으로서 우리는 언론인, 정치인, 과학자가 데이터로
부터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는지에 대해 통찰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 유념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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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QR은 학생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양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습하는
과정이다.
바야흐로 지식의 시대는 저물고 통찰이 시대가 왔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힘, 시대의 흐름을
읽고 중요한 질문을 하며 필요할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미래의 경쟁력이다(박형주, 2018). 교양교
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교육과정과 평가방식을 통해서 반영해야 한다. 뺷팩트풀니스(Factfulness)뺸
의 저자 한스 로슬링(Hans Rosling) 박사는 사실(데이터)에 근거해 세계를 바라보고 예측하고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서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대중을 확실하게 설득하였다. 이처럼 개념을 ‘양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양적 표현에 대한 친숙함과 편안함은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에 필수적인 핵심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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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의 글쓰기 과제 수행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인식의 관련성 연구

오새내⋅권오성⋅김효정(계명대)

1. 서론
대학에서 신입생들은 학습의 목표, 과정, 평가 수단이 대학 입학 이전 시기와 달라지는 경험을 한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글쓰기 과제 수행은 대학 입학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이다. 안상희(2017:93)에서
국내 4년제 종합대학 재학생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8%(합계 응답수 842/빈도
529)가 워드프로세서로 교양 리포트를 수행한다고 응답했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17.1%(합
계 응답수 842/빈도 144)였다. 손글씨로 교양 과제를 수행한다는 응답은 16.7%(합계 응답수 842/빈도
141)이었다. 전공 리포트 수행에서도 응답자의 50.5%(합계 응답수 640/빈도 323)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16.3%(합계 응답수 640/빈도 104)였다(안상희
2017:100). 안상희(2017:172-173)은 위의 설문 조사를 수행한 후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신입생 12명을
선정하여 초점 집단 분석을 했는데 이들이 과제 수행을 위해 컴퓨터 매체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매체의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이나 검색엔진 사용, 다양한 문서 편집 방법 적용 등 과제물을 해결하
기 위한 문제해결 전략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의 글쓰기 교육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이 인식하는 글쓰기 그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쓰기 과정(주어진 과제 파악, 계획하기, 내용생성, 초고쓰기, 글고치기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기술적 요인들을 분석했다. 그런데 컴퓨터나 글쓰기에 모두 익숙하지 못한 대학 신입생이 있다면 이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학습과 평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컴퓨터가 일반화된
사회이지만 컴퓨터를 학업 수행 전반에 활용하는 것은 대학 입학 이후의 일이다. 대학 입학 이전 시기에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작성에 대한 경험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 다음은 2019년 2학기의 대구 시내 4년제 종합 대학 신입생의 발표 수업 활동 자기 보고의 일부이다.
...이번 발표준비 중 PPT를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컴퓨터공학과지만 초중고 시절 컴퓨터로
PPT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컴퓨터공학과,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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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컴퓨터 조작도 잘하지 않았고 이런 타자를 잘 치지도 않아서 심지어 지금도
독수리 타자인 것이 나의 현재 상황이다.(회화과, 여학생)

이번 연구에서는 대구 시내 4년제 종합대학 신입생 338명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에 시행한 대학에
서의 글쓰기 과제 수행에서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학 신입생들
이 컴퓨터를 활용한 글쓰기 과제 수행에서 컴퓨터와 글쓰기에 모두 자신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
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지 대안을 찾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학생들의 능력 인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중립반응범주가 없는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1)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컴퓨터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하는 것이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 편하고 익숙하다.
2. 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대학 과제물(리포트, 발표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다.
3. 나는 컴퓨터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컴퓨터를 잘 모르고 못 다룬다.
4. 대학에 와서 나는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학습에서 손해를 보았다.
5. 나는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글쓰기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6. 나는 글쓰기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보조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전공 계열은 대구 시내 4년제 종합대학 2019년도 신입생으로 인문사회계(135명 39.8%),
이공계(124명 36.6%), 시각예술계(80명 23.6%)이고, 성별은 남성 121명(35.7%), 여성 217명(64%)이
다.2) 조사는 2019년 10월에서 11월까지 두 달 간 진행되었다.

3. 연구 결과
1번 문항의 컴퓨터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하는 것이 손글씨보다 편하고 익숙하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
다 27.8%, 그렇다 26.6%, 그런 편이다 25.1%(전체 응답자의 79.5%),‘매우 그렇지 않다’는 5.3%, 그렇지
않다 6.5%, 그렇지 않은 편이다 8.6%(전체 응답자의 약 20%)였다.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과제물 작성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다룬 문항 2번의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2.7%. 그렇지 않은 편이다 8.3%, 그런편이다 38.2%, 그렇다 31.7%, 매우
그렇다 19.2%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지 않다’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지만 11%가 컴퓨터로
1)

설문지에서 6점 척도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생의 학업효능감을 대상으로 척도의 유용성을 연구한 배정윤(2002)의 “ Likert 척도를
사용해 응답자에게 의견, 태도 및 가치 등의 정의적인 특성을 측정할 때 중립반응범주를 사용하는 것보다 중립반응범주가 없는
짝수의 반응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응답자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2)

설문에서 여성 응답자가 많은 이유는 시각예술 계통 전공 응답자의 80%가 여학생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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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작성을 잘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다는 응답은 89.2%였는데 중간에
해당하는 ‘그런편이다’가 38.2%으로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3번의 응답 결과 컴퓨터를 쓰는 것이 매우 익숙하다는 응답은 17.2%, 익숙하다는 응답은 26.3%,
익숙한 편이라는 응답은 28.7%로 전체 72%가 익숙하다는 응답을 했다. 컴퓨터를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8.6%, 익숙하지 않다는 응답은 5.0%, 매우 익숙하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는 4.1%였
다. 응답자의 27.7%가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번 문항에서 키보드보다 손글
씨가 편하다고 응답한 약 20%의 응답과 3번 문항에서 컴퓨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9.1%,
2번 문항에서 컴퓨터로 과제물 작성을 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11%를 고려하면 조사 대상에서 대략 10%는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할 수 있다. 10%의 대학신입생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과제가 특별한
안내 없이 계속 주어지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진은 교수가 대학 신입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글쓰기 과제를 부여할 때는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최소 10%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워드프로세서 사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융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4번 문항은 1학기를 보내고 2학기를 다니는 신입생들의 컴퓨터 사용과 과제 수행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것이다. 4번 문항의 응답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8.9%, ‘그렇지 않다’ 3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5%, ‘그런 편이다’ 12.4%, ‘그렇다’ 5.0%, ‘매우 그렇다’ 0.9%였다.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부족해서 학업 수행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느끼는 학생이 18.3%로 나타났다.
5번 문항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과 글쓰기의 관계를 다룬다. 응답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7.7%,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2%, ‘그런 편이다’ 36.7%, ‘그렇다’
22.8%, ‘매우 그렇다’ 12.4%로 컴퓨터 활용 능력과 글쓰기가 관련이 없거나 적다고 보는 응답이 28.2%,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응답이 71.9%였다.
6번은 글쓰기 도구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글쓰기 보조도구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파악하는 문항이다. 응답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0.9%, ‘그렇지 않다’ 3.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7%, ‘그런 편이다’ 47.9%, ‘그렇다’ 23.4%, ‘매우 그렇다’ 14.2%였다, 컴퓨터를 활용한 글쓰기
보조도구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응답은 14.6%, 긍정적인 응답은 85.5%로 학생들이 글쓰기를 도와주는
컴퓨터 보조도구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문항과 성별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2번 문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다는 인식에는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조사 대상자
집단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 능력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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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3)

남성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6

17

56

24

18

121

성별 중 %

5.0%

14.0%

46.3%

19.8%

14.9%

100.0%

전체 %

1.8%

5.0%

16.6%

7.1%

5.3%

35.8%

빈도

3

11

73

83

47

217

성별 중 %

1.4%

5.1%

33.6%

38.2%

21.7%

100.0%

전체 %

0.9%

3.3%

21.6%

24.6%

13.9%

64.2%

빈도

9

28

129

107

65

338

성별 중 %

2.7%

8.3%

38.2%

31.7%

19.2%

100.0%

전체 %

2.7%

8.3%

38.2%

31.7%

19.2%

100.0%

성별
여성

전체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24.726a

4

.000

우도비

24.745

4

.000

선형 대 선형결합

18.758

1

.000

유효 케이스 수

338

a. 1 셀 (1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3.22입니다.

문항과 성별의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문항 5에서도 나온다.

문항5
전혀 그렇지
않다
남성
성별
여성

전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7

7

16

37

32

22

121

성별 중 %

5.8%

5.8%

13.2%

30.6%

26.4%

18.2%

100.0%

전체 %

2.1%

2.1%

4.7%

10.9%

9.5%

6.5%

35.8%

빈도

4

19

42

87

45

20

217

성별 중 %

1.8%

8.8%

19.4%

40.1%

20.7%

9.2%

100.0%

전체 %

1.2%

5.6%

12.4%

25.7%

13.3%

5.9%

64.2%

빈도

11

26

58

124

77

42

338

성별 중 %

3.3%

7.7%

17.2%

36.7%

22.8%

12.4%

100.0%

전체 %

3.3%

7.7%

17.2%

36.7%

22.8%

12.4%

100.0%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4.355a

5

.014

우도비

14.065

5

.015

선형 대 선형결합

2.958

1

.085

유효 케이스 수

338

a. 1 셀 (8.3%)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3.94입니다.

3)

222

6점 척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가 있지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어서 5열의 표가 생성되었다.

●

세션 4 디지털 시대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을 보면 남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컴퓨터 활용 능력과 글쓰기의 관련성도 여학생들보다 더 유의미하게 인식하고 있다.
문항과 전공별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문항 2와 전공별 교차분석에서 카이제곱 검정에서 Pearson의
카이제곱의 결과 중 점근 유의확률(양측검정)의 값이 0.008로 0.05보다 작게 나타나서 응답자의 전공과
컴퓨터 활용 대학 과제물 작성 능력 인식이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으로 문항 간 상관 분석 결과 학생들의 인식에서 컴퓨터 사용 능력이 학업 수행 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

Pearson 상관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1

.300**

-.239**

-.240**

.092

.221**

.000

.000

.000

.090

.000

유의확률 (양측)
N

339

339

339

339

339

339

Pearson 상관

.300**

1

-.550**

-.561**

.118*

.253**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30

.000

N

339

339

339

339

339

339

Pearson 상관

-.239**

-.550**

1

.754**

-.108*

-.15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46

.004

N

339

339

339

339

339

339

Pearson 상관

-.240**

-.561**

.754**

1

-.062

-.109*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257

.045

N

339

339

339

339

339

339

Pearson 상관

.092

.118*

-.108*

-.062

1

.471**

유의확률 (양측)

.090

.030

.046

.257

.000

N

339

339

339

339

339

339

Pearson 상관

.221**

.253**

-.155**

-.109*

.471**

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4

.045

.000

N

339

339

339

339

339

339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문항간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문항 3번과 문항 4번은 상관계수가 0.754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응답자들에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과 컴퓨터를 못해서 학습에 손해를 보았다는 인식은
상관관계를 이룬다.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제작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문항 2와 문항 3, 그리고
문항 2와 문항 4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게 된다면 과제물
작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학습에 대한 불안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4. 결과 요약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대구 지역 4년제 대학 신입생들의 글쓰기 과제 수행에서 컴퓨터 활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신입생의 글쓰기 과제 수행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인식의 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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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신입생들은 컴퓨터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는 것을 손글씨보다 선호한다. 그렇지만 전체
응답자의 약 20%는 손글씨가 편하다고 응답했다.
(2) 대학 신입생들 중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는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문항에서 대략 10%의 학생이 과제물 작성이나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10%의 대학신입생이라고 하더라
도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과제가 특별한 안내 없이 계속 주어지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진은 교수가 대학 신입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글쓰기
과제를 부여할 때는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최소 10%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워드프로세서 사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융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조사 대상 학생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 글쓰기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편이었다. 문항별
상관분석 결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기능에 익숙하지
않으면 글쓰기의 능률이 떨어지고 글쓰기 과제물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컴퓨터를 활용학생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글쓰기 과제 수행에서 글쓰기를 돕는 보조도구
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안상희(2017) 대학 신입생 필자의 리포트 쓰기 수행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배정윤(2002) 중립반응 유무에 따른 Likert형 척도의 양호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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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난(전주대)

Ⅰ. 연구의 필요성
2016년 3월 알파고의 등장은 전 세계미래보고서의 현실화를 예측하게 하였으며, 우리의 일상에 인공
지능이 보편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공지능과 최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큰 변화를 직업 세계와 일자리의 변화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학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와
역량을 찾아 준비시켜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은 미래사회에 대처할 인재를 배출하는 데
있어 기업과 조직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해야 하며, 최근 기업과 조직에서는 갖추어야 할 인재상으로
인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양승실, 김현진, 주경필, 2006).
그런데 교육의 궁극적 가치로서 인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인성을 교육의 보충
적인 의미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필수교육의 의미로서 접근해야 한다(Kim, 2015). 이에 2017년도부터
교직, 교양 및 전공의 한 분야에서 교과목명에 ‘인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인성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기도 했다(Im, 2015).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성교육 필요성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대학에서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종현, 2016). 최근 들어 인성을
고립된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의 차원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와 개인이 속한 공동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이상수, 김은정, 2017), 배려⋅공정⋅정직⋅책임⋅자기와 타인의 존중⋅신의와 성실 등
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관계맺음과 공동체 의식
및 가치의 실천을 포함해야 한다(Cho, 2015). 4차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이숙정, 이수정, 2012), 미래사회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인간과 생명의
가치와 의미, 윤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조헌국, 2017), 세계 시민으로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다원화와 다양성에 대한 배려와 협력, 소통과 타협을 실천할 수 있는 관계적이며 공동체적 차원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정창우, 장경숙, 이동엽, 송성민, 우연경, 2016; 이봉주, 김동일, 신원영, 2017).
그런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개인의 성품이나 역량 및 타인과의
관계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생의 인성교육 구성내용을 설정함에 있어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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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관계맺음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천을 포함하여 인성의
넓은 의미를 함축한 역량까지 키워내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인성교육의 내용은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및 삶의 목적
의식 확립, 도덕적 추론능력의 강화, 공동체역량, 역할 책임의식의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전제할
때(정창우, 2017). 인성의 넓은 의미까지 포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Ⅱ. 대학생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구성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는 크게 나, 너 그리고 우리의 큰 주제를 정하고, 큰 주제에
해당하는 12개의 다양한 하위 주제와 함께 이론중심 교육과정과 활동(체험)중심 교육과정을 통합한 인성
콘텐츠 구성을 목표로 하였다. 인성 콘텐츠의 방향은 문헌분석과 선행연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의 인성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문헌분석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인성의 개념과 12개의 인성
콘텐츠를 추출하였다. 인성 콘텐츠를 구성하는 전문가협의회 집단 구성원 7인은 대학의 교양강좌를 전담
하고 있는 교수와 강사로 여러 차례 협의회를 통하여 인성 교양강좌콘텐츠를 구성하였다.

단계

연구 주제

1단계

인성 구성요인 및
수행목표 설정

2단계

인성 콘텐츠 구성 과정

3단계

인성 콘텐츠 평가 I

4단계

인성 콘텐츠 실시

5단계

인성 콘텐츠 평가 II

6단계

보고서 작성

연구내용
- 인성의 개념 및 콘텐츠 요인 구명
- 인성 콘텐츠 수행목표 설정
-

[사회] 콘텐츠 구성
[나] 콘텐츠 구성
[너] 콘텐츠 구성
[우리] 콘텐츠 구성

●

문헌분석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내용분석

- 사전검사(자아존중감, 사회성, 도덕성, 시민성,
인성) 실시

설문조사

- 12개 인성 콘텐츠 운영

실험처치

- 사후검사(자아존중감, 사회성, 도덕성, 시민성,
인성) 실시

설문조사

-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양적 분석
- 보고서 작성

[그림 2]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 구성 및 연구절차

226

연구방법

세션 4 디지털 시대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

보고서 정리

<표 1> 인성 콘텐츠 프로그램
회기
1

주제
오리엔테이션

이론 과정(90분)

활동 과정(90분)
⋅자기소개(동물, 식물, 물건)
⋅모둠작업 및 인성 빙고게임

인성 강좌 오리엔테이션

2

변화하는 사회와 ⋅사회와 인성
인성
⋅인성의 정의와 구성요소

3

나에 대한 관심

4

⋅모둠별 인성 정의 및 필요성 post-it 활동

⋅나는 누구인가?
⋅실존적 자기이해
⋅삶의 의미 발견

⋅심리학적 관점의 나 탐색(능력, 흥미, 성격검사 실시
및 해석

나의 정체성

⋅동일성 문제
⋅자아정체성
⋅이야기 정체성

⋅주관적 나(만다라트 만들기)
⋅객관적 나(마인드맵 활동)

5

나의 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이해
⋅자아존중감과 관계

⋅나를 사랑합니다 & 당신을 사랑합니다 post-it 활동

6

타자에 대한 관심

⋅타자는 누구인가?
⋅나와 타자의 공감과 공존

⋅타자에 대한 관심 worksheet
⋅타인 찾기 탐색 활동

7

관계와 소통

⋅인간관계의 이해
⋅의사소통
⋅효과적 의사소통 기법

⋅삶의 태도 점검
⋅말은 선택이다 생적표 활동

관계의 오류

⋅폭력의 이해
⋅가해자와 피해자
⋅폭력예방 및 대처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 시청

8

9

10

더불어 잘 살기

공동체 사회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윤리 도덕적 자세
⋅개인적 삶 vs 더불어 사는 삶의 미덕 활동
⋅더불어 잘 살기의 관계
⋅더불어 잘 사기 위한 제도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 변화과정
⋅공동체의 사회적 공헌

⋅모둠별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시민의 이해
⋅시민교육의 이해
⋅세계 시민 되기

⋅디지털 시민되기 기게스 반지 & PMIA 활동
⋅[코끼리와 숲과 감자칩] 세계 시민활동 프로젝트 I

11

시민사회

12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

⋅도덕성의 이해
⋅도덕적 감수성
⋅딜레마를 통한 도덕적 감수성의 함양

⋅도덕적 감수성을 위한 딜레마 활동
⋅[도덕성이 경쟁력이다] 영상 시청

13

미래사회와
핵심역량

⋅지식 및 정보사회
⋅미래사회 시나리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4차 사회의 모습 그려보기
⋅기술발달의 오류 및 해결 대안 책 생적표 활동

14

중간 팀 프로젝트(모둠별 인성 프로젝트 결과물 온라인 탑재 및 온라인 평가)

15

기말고사(개인별 평가)

Ⅲ. iClass에 기반한 인성 교양강좌 운영
iClass는 역진행수업(inverted classroom, 거꾸로 교실) 방법을 활용하는 전주대학교의 고유한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으로 ‘flip learning’, ‘flip teaching’, ‘flipped classroom’과 동일하다. Flip Learning은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과 교실 밖에서 수행했던 학습활동을 거꾸로 뒤집는(flipped) 학습형태이다(Bishop
& Verleger, 2013; Ropchan & Stutt, 2013). 플립러닝은 학습자중심의 학습이 강조된 강의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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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교수 중심의 학습이 강조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강의실 밖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 한 가지
형태로만 제시되던 커리큘럼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Bishop & Verleger, 2013). 전주대학교는 플립
러닝을 전주대학교 버전으로 iClass(inverted classroom)로 표기하여 사용한다. iClass 수업은 강의실
안과 밖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의실 안에서는 상호적 집단 학습활동이 강조되고, 강의실 밖에서는 컴퓨터
를 이용한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기반의 동영상을 통한 개별적 수업이
이루어진다. 전주대학교 iClass 교수-학습활동은 강의실수업 전(pre-class), 강의실수업(in-class), 그리고
강의실수업 후(after-class)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실수업 전(pre-class)는 교수자가 제공하는 교재의 핵심내용을 영상강의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선행학습하는 형태를 말하며, 강의실수업(in-class)는 선행학습을 통해 이해하거나 인식한 내용을 바탕
으로 교수자-학습자 혹은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심화된 학습활동을 하는 형태를 말하고,
강의실수업 후(after-class)는 교수의 필요에 따라 학습자 간의 SNS 활동 등의 활동을 유도하는 형태를
말한다. iClas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의실 수업(in-class)으로 강의실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1:1 혹은 소집단 모둠별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해결, 심화개념, 협동학습, 개인 및 모둠별 활동, 퀴즈
등으로 이루어진다(Bergman & Sams, 2013). iClass 운영에 있어 교수자는 in-class에서 지식전달자의
역할이 아닌 학습자를 위한 조언자와 조력자 및 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습자의 자발적, 창의적
및 비판적인 사고확장을 위한 질문과 응답, 퀴즈, 심화 문제풀이, 토론과 토의 및 개인 혹은 팀프로젝트
수행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운영한다.

■ Pre-class : 인성 교재 각 단원별 내용에 대한 핵심적 정리를 pre-class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시청 후에 수업에 참여유도
뾞
■ in-class 1-1 : pre-class를 통하여 강의영상자료를 개별적으로 시청한 후, 중요한 내용 노트정리를 통하여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부르타 방법을 통하여 강의 영상내용에 대한 시각화 및 도식화 작업 실시 / 모둠별 발표의 내용을 듣고 교수자로서
보충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 에피소드 중심으로 강의 마무리
뾞
■ in-class 1-2 : pre-class & in-class1-1의 강의와 모둠별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의 체험활동 전개 / 체험활동은
학습자 개인별 활동, 짝짓기 활동, 강의실 밖 활동, 모둠별 활동으로 실시
뾞
■ after-class : in-class 1-1 & in-class 1-2 수업과 활동이 끝나면 그날 배운 것, 느낀 점, 경험한 것 등을 중심으로 post-it에
수업 일지 작성하여 사이버캠퍼스 LMS 탑재

Ⅳ.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평가
1. 교내 강의평가
iClass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를 구성하여 수업 운영의 평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실시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운영한 인성 교양강좌와 iClass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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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성 교양강좌 비교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는 전체 10개의 문(수업계획, 학습자료, 상세설
명, 참여유도, 수업방식, 휴보강, 시험과제, 피드백, 학생존중, 전반 만족도)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평균값 4.5이다.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인성 교양강좌의 강의평가 평균값은 4.29였으나, iClass로 운영한
인성 교양강좌 강의평가 평균값은 4.43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방식보다는 iClass로 운영하는
방식의 강의평가 평균값이 0.14 정도 높게 나타났다.

2.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사전집단 32명(51.6%)과 사후집단 30명(48.4%) 전체 62명이었으며,
남학생 27명(43.5%)과 여학생 35명(56.5%)이었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및 인성 척도가 사용하였으며,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로 설계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차이검증을 위하여 빈도분석, Cronbach’ α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t=-2.506, p=.015)가 확인되었으며, 시민성에 대한 사전
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t=-2.014, p=.049)가 확인되었다. 사회성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t=-3.170, p=.002)가 확인되었으며, 도덕성에 대한 사전과 사후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t=-2.038, p=.046)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성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t=-1.806, p=.076)가 확인되지 않았다.

Ⅴ. 결론 및 논의
iClass에 기반한 인성 콘텐츠 구성과 인성교육진흥법의 8가지 핵심가치 인성덕목과는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아 기존 연구결과(권혜은, 2011 김길순, 2015;, 김지연, 2016; 조영범, 2018)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성교육진흥법의 8가지 핵심 가치덕목과 대학생의 인성 콘텐츠
구성의 불일치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8가지 핵심가치덕목은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추출된 요인이라면, 본 연구에서의 인성 콘텐츠는 인성의 넓은 의미인 사회적 성장 측면이라 할
수 있는 타인, 시민사회 및 공동체,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까지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성 측정도구가 넓은 의미의 인성까지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인성의
넓은 사회적 성장 영역까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iClass에 기반한 인성 교양강좌 콘텐츠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한계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이 교수자중심이 아닌 학습자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자 입장에
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많다. LMS를 수시로 접속해서 오류점검 및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확인하고 답변을
달아야 하는 부분에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양강좌 3학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pre-class
온라인 강의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프라인 3시간을 인정하는 시스템에서 교수자는 3시간
이상의 작업시간과 노력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온라인 pre-class를 수업시
수로 인정하고, 오프라인 수업시간이 줄어든 전제에서 운영되어야 교수자와 학습자의 불편감을 축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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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pre-class 영상강의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이슈나
시대적 배경을 다룬 내용이 아니고 고정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된다면 한번 촬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대부분 내용이 사회 및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화되는 내용이 있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iClass 방식으로 운영되는 강의에 대한 평가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양강좌를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식습득과 기억력을 측정하는 시험방식으로는 가능하겠지
만, 인성의 범주를 넓혀 공동체 역량까지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팀 프로젝트 및 모둠별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iClass가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환경적 시스템 및 지원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 iClass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캠
퍼스와 스마트폰의 앱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접근할 때와 스마트폰으로 접근할 때 운영되는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LMS 환경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수자가 강의영상 촬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촬영된 영상강의 탑재가 용이하
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갖추고 있는 서버한계로 인하여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서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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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교양기초교육의 교수학적 재음미

손승남(순천대)

1. 서론
근대적 의미의 교양개념은 독일의 ‘빌둥(Bildung)’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빌둥의 의미가 다차원적이
고, 맥락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으므로 독일어 빌둥을 그대로 쓰는 것이 본래적 의미를 덜 손상시킬지
모른다. 빌둥이 19세기 신인문주의 시대, 다시 말해서 공리와 실리를 앞세운 계몽주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갈 무렵 인간성이 위기에 직면하자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펼쳐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인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인간성’의 전형을 보았던 것이다. 그 선두에
섰던 인물이 바로 근대 대학의 시발점인 훔볼트 대학을 창시한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이다. 그는 빌둥을 ‘모든 인간 능력의 조화로운 발달(harmonische Entwicklung aller
menschlichen Kraefte)’로 보았다. 인간은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도덕적, 사회적, 예술적 방면의
다양한 능력을 자신의 내부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생애 동안 이러한 능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1). 그 자신이 실제로 당대에 철학자, 언어학자,
외교관, 교육행정수반 등의 역동적 삶을 살면서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쳤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빌둥 개념의 핵심은 인간의 형성이 주체인 ‘나(Ich)’와 ‘세계(Welt)’의 적극적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되
어 간다는 데 있다.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수용과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나’라는 주체의
형성이 점차 이루어지며, 세계 변화의 수용과 함께 주체 내부에서도 부단한 자기 형성과 자기 교육이
수반될 때 보다 나은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다소 추상적, 이론적, 정형화된 훔볼트의 사고를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전과는 달리 지나치게 빨리 변화하며, 그 변화를
따라가면서 주체의 역량을 갖추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시대 교육의 과제는 한편으
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인간의 삶 자체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다음 세대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학습자가 세계 변화

1)

“인간 존재의 궁극적 과제는 생전은 물론 생후까지, 우리가 남긴 생생한 영향력을 통하여 인류의 개념에 가능한 한 최대의 내용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오직 자아와 세계를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활동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상호작용의
상태로 연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Humboldt, 1793/1794, 전집 1권, 235-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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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는 미래 대학 교양기초교
육의 소임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사이 세계는 메가트렌즈(Megatrends)를 겪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힘겹게 넘고 있다.
세계의 가속적 변화를 가져온 동인이 여럿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인류 미래의 존속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문제는 AI가 될 것이다. 왜냐면 AI가 가까운 장래에 호모사피엔스와는 전혀 다른 인간 유형을
탄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널리 퍼져있는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 담론(브라이도티, 2015;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2016; 이종관, 2017; 김재인, 2017; 박일준, 2018; 홍성
욱, 2019; 신상규, 2020)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미래의 공상과학(science fiction)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알파고 충격 이후 AI가 우리 삶과 사고의 틀 속에 한걸음 더 가까이
들어오긴 하였으나 이것이 인간 존재 기반 자체와 미래적 삶에 가져올 파장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과학기술의 장밋빛 청사진과 그것이 가져올
암울한 그림자를 함께 조망하려는 전체적(holistic) 관점이 아쉽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공주의
(Majorism)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는 지독한 관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배적으로 남아 있다.
과학기술주의자들은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무한한 진보를 외치고, 근대적 이성, 도덕, 윤리로
무장한 사람들은 AI가 가져올 끔찍한 미래를 예견하며 과학기술의 견제와 감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양기초교육은, 빌둥 개념2)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인간 주체의 자기 이해와 세계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 때 세계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길러주는 일은 중요하다. 인간 존재의
설 자리마저 흔들리게 될지 모를 AI 시대에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이 배워야 할
내용과 방법을 교수학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2. 메가트렌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2050년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어떤 모습을 띄게 될 것인가? 박영숙과 글렌(2016)의 뺷유엔미래보고서
2050뺸은 ‘메가트렌드 2050’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세계화, 인구, 기술변화이다.
첫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각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커질 것이다. 글로벌 GDP는 현재의 3배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것이다. 경제 권력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에서 상당
부분 중국, 인도, 브라질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자원, 소득 수준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학자들은 2050년 지구의
인구가 96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율이 높을 것이며, 65세
이상의 인구도 16%를 넘을 것이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집중화의
문제는 심각성을 더할 것이다. 2050년에는 67%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며, 메가시티와 함께 도시
슬럼이 늘어날 것이다. 삶의 방식도 현저하게 달라져 맞벌이하며 아이가 없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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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둥은 ‘Allgemeine’ Bildung의 용례가 보여 주듯 일반성, 보편성, 전체성, 총체성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W. Klafki, 1991).

●

세션 4 디지털 시대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

딩크(dinks)족3)이 늘어날 것이며, 결혼이나 주택의 소유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며 ‘일과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인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가속화된 기술변화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전에 따라 증강현실, 양자컴퓨팅, 4D 프린팅,
나노봇 생산이 촉진될 전망이다. 기술변화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AI가 자리하고 있다. 의료, 경제, 교육
등에 AI의 활용이 일상화, 보편화될 것이다.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연결되면서 기계 대 기계
통신(M2M, machine to machine)이 급증한다. 2050년이 되면 인간의 뇌에 AI가 장착된 칩을 탑재하여
인간의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배가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시기와 달리 AI와 로봇, 가상현실 등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실재와 가상을 통합해 사물들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김
대호, 2016). 다시 말해서 3차 산업혁명인 정보통신과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을 기초로 물리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슈바프(Schwab, 2016)는 4차 산업혁명이 속도, 범위,
체제에 대한 충격의 세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는 확연히 다른 “지각 변동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AI, 로봇, 클라우드,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등 현재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혼합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파급효과는 산업,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예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사회의 변화는 커즈와일(Ray Kuzweil)의 뺷특이점이 온다뺸(2006)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2029년 인간과 거의 유사한 AI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했다. AI, 나노공학, 로봇공학,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필적하거나 추월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그 후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2045년에는 인간의 지능4)을 수십억 배 능가할 것으로 봤다.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이란 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삶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변화되는 시기를 말한다.
이처럼 ‘지능정보사회’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이 바로 AI이다. AI란 인공적으로
지능을 실현하는 기술로, 여기서 ‘인공적’이라는 의미는 이성적으로 판단 또는 행동하거나,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도용태 외, 2013). 그리고 ‘지능’이라는 단어는 통찰, 이해, 사고를 의미하
는 ‘intelligentia’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람이 주어진 문제의 내면을 뚫어보고(통찰), 이와 관련
된 상황을 알아차린 후에(이해),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사고)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튜링(Alan Turing, 1912-1954)의 선구적 역할에 힘입어 AI기술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서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거쳐 딥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고도의 알고리즘
차원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바둑의 지존인 이세돌과 커제 마저도 딥러닝의 결정체인 알파고에게
지면서 AI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놀라움은 어느새 우려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다. AI와 로봇의
발달은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최첨단의 과학기술
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와 인간성 자체마저 위기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부정적 전망5)이 공존하고 있다

3)

딩크는 dinks(doubel income, no kids)에서 유래한 신조어로 맞벌이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1990년
대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용어이다.

4)

여기서 지능은 지각능력, 판단력, 심지어 감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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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원 외, 2016).
2050년 전후로 ‘특이점’이 온다면 인간과 기술의 구별이 사라지고, 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에도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다. 맞춤형 아기의 출산, 인간의 장기, 혈액, 뼈의 이식과
치환, 노화 방지와 생명 연장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시나리오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휴머노이드, 사이보그, 인간기계, 기계인간과 같은 새로운
존재가 지구상에 등장하면서 인류는 인간 존재 자체의 정체성 문제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인
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익히 보아온 고도의 AI를 탑재한 로봇이나 ‘기계인간’이 인간을 압도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3. 교양기초교육의 교수학적 재검토
교육이나 수업이 목적, 내용, 방법과 같은 일련의 교육과정(educational process)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교수학(Didaktik)도 교육의 전체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인 과업인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교수학의 탐구영역이다. 교수학이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의 본질적, 실천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AI
시대 교양기초교육에 대하여 우리는 교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AI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AI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내용(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AI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가?
AI 시대의 빌둥은 세계 변화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세계관(Weltanschauung)과 자기 고유의
잠재가능성과 역량을 부단하게 연마하는 자기도야(Selbstbildung)의 바탕 하에서 가능하다. 세계관은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상황 판단 능력은 물론 지나온 삶을 반추할 수 있는
(retrospective) 역사의식과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prospective) 미래의식을 포괄하
는 개념이다. 과거 기억의 소중한 자산은 ‘고전’에서 얻고, 미래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학’
의 혜안을 빌려야 할 것이다. 자기도야는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에서 출발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나아가며, 세계-내-존재로서 타인, 공동체, 인류, 생태계, 우주와의 연결망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
는 단계로까지 점진적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AI의 도래와 함께 세계 변화에서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첨단 과학 기술의 성과, 기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 형성과 연관이 깊다. 기계와의 대결 구도를 설정하고 그에 맞서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강화하자는 로봇 프루프(robot-proof), 즉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려는 노력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아운, 2019). 초지능 AI가 나온다하더라도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창의성, 공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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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하라리(2017)는 자신의 저서 뺷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뺸에서 AI, 드론과 같은 의식없는 지능이 의식있는 지능인 인간을
뛰어넘고 있다고 진단하고,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기술종교들은 알고리즘과 유전자를 통한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라는 다소 경고성에 가까운 비관적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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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능력은 대체할 수 없다는 관점이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의 주요 생각이다. 이 점은 교양교육의 목표로서
보편적 문해능력 향상,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공동체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등으로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다(http://konige.kr/sub02_08.php).
하지만 AI와 첨단 기술의 합성으로 점차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이 기정사실화되어가는 상황6)에서
이전과는 달리 우리의 인식에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Kehre)가 불가피하다. 이제까지의 휴머니즘(인
간중심주의)을 넘어서려는 관점의 전환, 니체 식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가치의 전도(Umwertung aller
Werte)’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기계를 수단화, 도구화하였다면 기계(그 첨단의 산물이
AI기반 포스트휴먼)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더 이상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만물이 인간의 척도’라는 사고의 전환, 인간 외적 존재들과의 소통과 협력, 만물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만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역설적 가치관이 새롭게 우리의 뇌
속에 새겨져야 한다. 인간 외적 존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의 구성이야
말로 현재와 다가올 미래 교양기초교육의 급선무가 될 것이다. 우주 내에서의 인간의 존재 가치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인간 외적 존재들, 즉 동물, 식물, 생태계, 자연, 물질(모든
기술적 산물과 인공물 포함), 우주와 함께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 공생, 공진화를 떠나서 인간은 영영 우주 내에서 암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새로운 세계관이 자라나는 성장 세대의 인식과
가치관 속에 자리를 잡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처럼 AI 시대 빌둥의 방향이 굳건하게 설정된다면 그 내용과 방법은 정해진 목적으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 이미 큰 그림(big pictures)이 마련된 상태에서 목적에 맞게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안｣과 같이 교양기초교육의 내용을 대영역과 세부 영역으로 구분
하여 대학에서 실제 참조 틀이 될 수 있도록 정립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와 시대 변화를 고려하여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소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전통에서 채굴한 소중한 틀을 간직하면서도 가속화된
세계변화에서 촉발된 문제와 주제에 눈감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안｣이 대학의 교양교육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최우선적으로 인간의 존재 물음이 시급하다. 기존의 인류학은 이념으로 얼룩져 있으며, 인간학은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각자의 입장 차이만을 보여 주고 있다. 인간학도 신학, 철학, 생물학 등 학문 분야별
로 구획화된 관점에서 인간을 다룰 뿐 전체적 조망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인간을 둘러싼 기계와의
공존,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와의 공생, 물질과 우주와의 공진화를 담아 교육과정을 시의적절하게
(zeitgemäß) 구성하였으면 한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안｣에도 주제별 영역 분류에 ‘인간의 본성
및 조건’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학교육에서 실제로 구현되기란 쉽지 않다. 여러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인데다가 시대 변화상을 담아 인간의 존재 문제를 구현해 낼 교⋅강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모델은 대학 현장에서 실행되기 힘들다. 교양교육에서 배분 이수의 한계는 교과의 선택이
대개 ‘구색 맞추기’에서 끝난다는 데 있다.
6)

지난 해 한국교양교육학회 세션의 하나로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교육’이 논의의 중심에 섰을 정도로 포스트휴먼 담론은 앞으로
교양교육에서도 커다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발표 중에서도 윤혜경⋅김용하(2019: 97-99)는 <포스트휴먼의 이해>라는
교양교과목을 직접 설계하여 눈길을 끌었고, 김응준(2019: 111)은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학문적 접근보다 주제별 교양교육 접근이
교양교육의 본원적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으리라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놓았다.

AI 시대 교양기초교육의 교수학적 재음미

●

235

과학기술의 첨단화와 AI가 미래 사회에 가져올 파장을 고려한다면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
의 본성과 성과’야말로 AI 빌둥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현대 사회의 기술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의
인간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 대학 교양기초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 ‘포스트휴먼 리터러시(박휴용, 2020)’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학문 분야별 영역에 따라 심화교양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실제에서는 기계,
공학, 기술문명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단지 기초학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문전 박대를 당하는 형국이
다. 현재와 미래의 기술 문제는 단지 공학 차원의 컴퓨터 과학, 인지 과학, 로봇 공학, 나노 공학, 생명
공학, 전기 및 전자 공학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을 다루는 공학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의
창출과도 직결되면서도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윤리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기술과 공학의 문제는
한 가지 사안으로 우리 시대의 일반적, 보편적, 전체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표본적 사례(exemplarisches
Beispiel)가 될 수 있다. 인간과 사물을 일반적(general)인 관점에서 보는 눈을 키워주는 교육이 기초교양
교육이라면 오늘날 기술공학의 주제를 공과대학의 좁은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둘 필요는 없다. 보다 큰
시스템 안에서 기술의 연쇄 고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도록 하는 내용이 심화교양
교육의 전면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발간된 뺷호모마키나: 기계와 함께 하는 인간의
미래뺸 (2020)는 과학기술의 변화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의적절하게 분석한 학제적 연구의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심리, 사회, 윤리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와 인공지능, 로봇, 산업공학을 연구하
는 공학자가 한데 지혜를 모아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발전방향을 설득력있게 제시해 준 것이다. 이처럼
학제 간 연구와 융복합 교육이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의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가올
미래의 시대적 핵심문제를 찾아 본질을 탐구하고,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거침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방법적 실천에서 교육의 출발점은 교수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호기심, 흥미,
관심, 동기에서 촉발되어 자발적, 자기주도적, 주체적으로 학습자의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
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짜여진 교육과정이라도 생기를 잃고,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배움의 과정도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당면한 혹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생한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행하고(doing), 만들어(making) 봄으로써 나름의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 요청되는 이유는 전통 학문에 기반한
‘은행저금식(프레이리, 2002)’ 지식 축적의 틀에서 벗어나 학습과 배움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인간 삶의 실제적 개선과 실행으로까지 연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고와 실행은
대학의 원래 이념인 진리, 창조, 봉사를 구현하는 데서도 유용한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 원리로
대학수업에서 열린 사고가 가능하려면 기존의 강의실 내에서의 전달식 수업보다는 개별 학습자의 ‘집단지
성(매일경제사, 2018)’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
(PBL)’이 적합하다. 21세기에 요구되는 4C(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 협력) 역량은 개별 학문의 습득
후 실제 생활 적용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길러지기 힘들다. 진정한 배움과 깨달음은 개별 학습자가
몸소 체험하면서 실패, 실수를 거듭하고, 학습 과정에서 직면하는 고통, 난관을 극복하면서 얻어지는
산물이지 이전에 습득한 지식이 새로운 상황에 기계적으로 전이(transfer) 되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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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전 시대의 산물인 능력심리학과 탈맥락적 학습의 한계를 인식하고,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교양기초교육은 방법적으로 기존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문자 그대로 ‘자유학습(liberal learning)7)’이
실제로 구현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근대 교수학의 아버지인 코메니우스(J. A. Comenius, 1592-1670)는 자신의 주저 뺷대교수학뺸(1632)
에서 세 가지 교육원리를 천명하였다. 라틴어로 Omnes(alle, 모든 이에게), Omnia(alles, 모든 내용을),
Omnino(allseitig, 철저하게)가 그것이다.
먼저 Omnes는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넘어 만인에게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근대
이후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은 일정 부분 진전되었으나 불평등과 교육양극화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래 사회에 염려가 되는 것은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를 넘어 ‘AI 격차’가 국가와 개인 사이에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교양기초교육이 이제까지 바람직한 것, 인간이 모름지기 해야 할
이상을 독려하고 조력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각을 전환하여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 미래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의 예방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 불의, 부자유에 맞서는 비판 정신과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연대 의식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Omnia(교육내용) 면에서 오늘날 모든 교육은 디지털 혁명의 수혜를 받고 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백과사전의 편찬으로 이어져 왔지만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집단지성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었다. 구글은 심지어
인류의 모든 책을 한 공간에 담아 디지털 라이브러리인 구글북스(google books)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종이책을 대신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는 학습할 자료와
교재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 보다는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방대한 교육내용과 정보에서 오는 학습곤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 즉 독서, 분석, 해석, 사유가 그만큼 중요성을
더해 갈 수밖에 없다.
Omnino(교육방법) 면에서도 교육공학(educational engineering)의 도움으로 철저하게8) 가르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체제적 교수설계에서부터 시각, 청각, 시청각, 상호작용 매체에 이르기까지
미디어가 교육내용을 압도할 수준에 이르렀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어떤 툴을 활용하여
배울 것인가가 교육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온갖 유형의 방법들, 가령
이러닝, 유러닝, 블랜디드 러닝, 스마트 러닝과 함께 MOOC와 같은 온라인 상호작용 교육에 이르기까지
뉴미디어와 공학은 우리의 일상과 교육현장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 왔다. 하지만 첨단 과학에 의한 철저한
7)

자유학습은 앎과 경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교육을 말한다.

8)

여기서 ‘철저하게’라는 말은 완전학습모형(Mastery Learning)을 연상시킨다. 1968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블룸(Bloom)은 학생들
이 차시 학습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수준의 정보에 통달하는 단계(즉, 지식 테스트의 90%에 통달하는 단계)에 이르는 수준까지
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만일 학생이 기준치에 미달하게 되면 보충 학습과 보상 교육을 받아 통과할 때까지 철저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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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인간성 고양을 추구하는 빌둥의 상관성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서론에서 제기한 세계관과 주체성 형성이라는 빌둥의 기획이 첨단기술공학 시대의 결정판인 AI 시대
에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직 ‘변화’만이 상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간 주체는 가속화된 변화 속에서 주저하고, 서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이 활개를
칠수록 인간의 능력이 왜소하게 느껴지고, 인간의 존재 가치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적어도 미래의 교양기초교육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 즉 디지털 리터러시와 동시에
포스트휴먼 리터러시를 길러주어야 한다. 이 때 미래 인간의 모습과 그 인간이 처할 조건을 ‘기초’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화된 교양교육은 학제 간 융합교육으로서 인간 외적 존재들(기계, 인공물,
생명, 물질, 우주)을 배경(ground)에서 전경(figure)으로 옮겨 와 학습자의 세계관을 ‘크게(big)’ 확장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와 질적으로 다른 빅씽킹이 인간에겐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AI와 같은
기술문명을 시스템적 사고의 전형으로 삼아 과학과 학문, 기술과 기계,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생태계
와 자연, 우주로까지 ‘깊게(deep)’ 사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기계의 딥러닝을 초월하는
딥씽킹이 인간에겐 필요하다. 이처럼 크고 넓은 시야와 깊은 사유는 전통적으로 교양교육이 추구해 온
‘일반적(general)’ 가치와도 부합하며, 이러한 일반적 역량(general capacity)이야말로 자라나는 세대를
초연결 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범용 인공 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출현할 것이다(추형석,
2018). 주어진 과제만을 수행하던 약 인공지능(week AI)이 진화를 거듭한다면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생각과 학습을 하고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AG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AI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가 최첨단의
AI를 제작하는 데 관여하며, 그 제작 과정에서 정부 관료, 기업인은 물론 시민들도 자문이나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교양기초교육의 책무성을 우리는 AI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옮음과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도덕성과 윤리의식, 판단력을
길러 주는 일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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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사고 함양을 위한 메이커 교육 연구
- 교양필수 교과에 적용

박성미⋅김대민⋅백동현⋅진태석⋅이동운⋅양성용⋅양황규(동서대)

1. 취지 및 목적
(1) 취지
 디지털 기술혁명에 따라 미래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미래 인재가
될 지금의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태도, 기술 등을 함양하도록 대학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방향선에서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강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주요 쟁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능력과 첨단
기술을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기술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음
 그러므로 미래 혁신 사회로의 전환과 대비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창의융복합적 사고력,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능력, 연결⋅공유⋅소통력을 갖춘 미래 인재
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2) 목적
 이에 메이커 교육을 교양 교과에 접목하여 창의적, 인식, 공감적 감성, 협력적 관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 교양필수 교과로 운영되는 [디자인과창의적발상]에 메이커 교육을 적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디자인사고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배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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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인재상 변화에 따른 ‘호모 파덴스’ 메이커 교육의 철학 정립
(1) 메이커 교육의 철학
 메이커란? 평범한 사람들이 기업이나 전문가가 만든 기성 제품들을 맹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재료와 기술, 도구를 활용해 주체적으로 물건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을 의미. 이러한 관점에서 교양 교과목에 메이커
교육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호모파덴스 교육으로 명명
 호모파덴스는 호모파베르(Homo Faber)와 호모루덴스(Homo Ludens)를 융합한 형태로서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하는 것
 호모 파베르(Homo Faber)는 도구의 인간을 뜻하는데, 생산성의 극한을 향하여 돌진한다는 뜻임.
이는 마르크스의 ‘노동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호모 파베르로서 인간은 IOT, 빅데이터, 인공
지능, 지능형 로봇을 통하여 생산성의 극한을 향하여 돌진함. 그리고 호모파베르는 대부분의 생산을
위한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초생산성 사회로 진입시키고 있음.
 반면에 호모 루덴스(Homo Ludens)는 놀이 인간을 의미하는데, 물질적 이해와는 상관없이 놀이에
몰두한다는 뜻으로 호모파베르와는 대치되는 개념임
 결론적으로 호모파덴스는 호모파베르와 호모루덴스를 융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하는 메이커 정신을 의미

호모파덴스
(Homo Fadens)
호모파베르(Homo Faber)
산업화 시대
지성으로 물질을 만드는 인간
기능중시
의미추구
재미없이 의미만 추구하면 개인은 탈진

호모파베르
+
호모루덴스
융합

호모루덴스(Homo Ludens)
탈산업화 시대
놀이에 몰두하는 인간
경험중시
재미추구
의미없이 재미만 탐닉하면 사회와 유리

⤋

⤋

⤋

기업가 정신

의미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

게임화

(2) 메이커 교육의 목표
 메이커 교육을 교양 교과에 접목하는 주된 목적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요구되는 인재 양성과 본교
인재상 및 핵심역량(인성, 창의역량, 전문역량, 글로벌역량)을 고르게 계발시키기 위함
 이러한 이유로 2015년도부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창의융합 교과로써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였고, 매학기별 교수법 워크숍 시행, 교양수업 방법의 혁신 등을 시도
- 디자인 사고를 함양하기 위하여 교양필수 교과로 [디자인과창의적발상]을 신설
 [디자인과창의적발상] 교과 평가환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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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과창의적발상] 교과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실생활과 학문의 모든 범주에 걸친 디자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 필요
- 계열별 특성에 맞는 수업운영이 다소간 미흡하여 학생 만족도가 낮고, 창의융합 교과로서의 학습
성과 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
- 이는 디자인대학 교수들이 일괄 교육하기보다는 계열별 특성을 살린 디자인 사고교육을 함과
아울러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이에 4차 산업 수업 혁명(with STEAM 교육 & Maker 교육)으로서 ‘Learning by Making’에
주안점을 두고 메이커 교육을 교양필수 교과에 적용하고자 함

목표

창의적 인식

공감적 감성

협력적 관계

핵심역량

창의역량

인성

인성/ 글로벌 역량

하위역량

독창성, 유연성

공감소통

섬김리더십/ 글로벌마인드

인문교육 창의융합 소통교육

민주
문화
세계
시민교육 시민교육 시민교육

교육과정

창의적
발상

미래
기술

사회적
경제

(3) 메이커 교육의 추진전략
 본 연구에서 계획한 메이커 클래스는 무엇을 만들까 보다는 디자인 사고 함양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에 더 주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추진전략을 설정
➊ 다양한 메이커 교육 운영을 위하여 TFT 구성, 실질적인 메이커 활동 개발
➋ 메이커 교육을 위하여 맞춤형 교원 역량 강화. 이를 위하여 디자인씽킹과 메이커 교육이라는
주제로 창의수업 교원역량 강화 워크숍 2회 개최
➌ 메이커교육 인프라 구축
➍ 메이커교육의 평가 및 환류로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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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이커 교육의 추진절차 및 성과
(1) 추진절차
 메이커 클래스 TFT 구성 및 연구회의
빽 2019년 8월, TFT 구성하여 연구개발 (매주 목요일 2시, 10회 시행)
빽 박성미, 이동운, 양황규, 양성용, 진태석, 김대민, 백동현
메이커 교육,
TFT 구성

 [디자인과창의적발상] 교과 CQI로 공학계열에 적용할만한 5가지 주제 선정

메이커 교육,
주제별
활동 개발

빽 5가지 주제별 3개 이상씩 메이커 활동을 개발, 전체 24개 구성
① 표현과 소통 : 종이에 만드는 3D 트릭 등 3개
② 관찰과 공감 : 초간단 뮤직 플레이어 등 7개
③ 수평적/확산적/수렴적사고 : 속성열거법과 형태분석법 활용 메이커 등 7개
④ 창의적 디자인 프로세스 : 동력 활용의 모듈 제작 등 4개
⑤ 종합응용 프로세스 : 동식물의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등 3개

 워크숍을 통하여 2020년-1학기 공학계열에 적용 가능한 메이커 활동의 수업내용 도출
메이커 교육,
활동 선정을 위한
워크숍

메이커 교육,
활동 시연 결과물
(예시)

(2) 성과/ 성공요인
 메이커 교육을 위한 워크북 제작 및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으로 실천가능성 확보
메이커 교육
시범 운영

빽 메이커 교육 워크북 제작 : 2020년 2월 7일 ~ 20일
빽 메이커 TFT 참여교수가 2020년 1학기, 6개 분반을 담당 및 시범 운영
빽 2020년 2월에 구축 완료, 2020년 1학기부터 활용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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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메이커 교육 시행에 대한 교육적 의의 및 학문적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함
- 메이커 교육, 활동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교육적 당위성, 교육적 필요성, 학문적
가치성 등을 고려해야 함
- 메이커 교육을 시행하는 교수자의 교육철학 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시행 필요
 메이커 교육 시행을 위한 메이커 교구 구비 및 지원 필요

5. [디자인과창의적발상] 교과 적용을 위한 메이커 활동 내용
주제
표현과
소통

관찰과
공감

수평적,
확산적,
수렴적 사고

창의적
디자인
프로세스
종합응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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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활동

메이커 재료

종이 구조물 만들기(달걀 많이 쌓기)

A4, 딱풀, 물풀, 달걀(골프공으로 대체 가능)

미적 체험과 창조적 조형 활동

Makey makey (12개), [세트]비트뮤직 (1개)

종이에 만드는 3D트릭

종이, 색연필(파스텔), 연필, 자, 가위

초간단 뮤직 플레이어
초간단 피아노 만들기

아두이노 보드 1개, 브레드보드 1개
피에조 스피커 1개, 220 저항 5개, 버튼 5개

종이 한 장으로 3D 도면 만들기

A4용지, 두꺼운 종이, 칼(가위), 풀

플레이블 및 텐세크리티를 활용한 입체만들기

플레이블, 텐세크리티

색종이를 활용한 무한 변신 큐브 제작

색종이, 셀로판테이프, 가위

트리즈를 활용한 모순 해결하기

트리즈 카드, 3M 테이프, 포스트잇, 매직 등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사고력 훈련

A4, 필기도구, 포스트잇, 전지

다방향 관찰 잠망경 만들기

종이심, 작은 손거울 2개, 칼, 셀로판테이프

속성열거법과 형태분석법 활용 메이커

3D 펜, 클레이, 고무찰흙

빨대를 활용한 계란 많이 쌓기

빨대, 골프공, 접착제, 테이프, 칼, 가위

LEGO Serious Play개념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LEGO SERIOUS PLAY Starter Kit

신체적 장애/손상을 지닌 사용자를 위한 제품

루빅스큐브 1개(14,410원), 기타 재료

동력을 활용한 움직이는 모듈 제작

모터(3V), 배터리 2알, 배터리 홀더 세트

색종이를 활용한 모듈형 별입체큐브 만들기

색종이, 셀로판테이프, 가위

나무젓가락을 활용한 입체물 만들기

커팅매트, 나무젓가락, 고무밴드, 끈, 칼

시각잔상효과 활용, 애니메이션

콤파스, 각도기, 가위, 칼

동식물의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블루투스모듈(5V용), 스피커, 약간의 전선 등

메이킹 하우스

3D 펜, 필라멘트 등

텐세그라티 구조를 응용한 구조물 만들기

노끈, 막대, 볼트, 빨대와 실, 수수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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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선⋅장만식(가톨릭관동대)

1. 서론
고등교육 기관으로써 대학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배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것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4차 혁명 시대에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 영입의 키워드는
창의성(creativity)이라고 밝히고 있다(정은희, 2009; 황규희, 2013). 따라서 대학에서 창의성 교육은
이제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국내 대학에
서 전공, 교양 가릴 것 없이 창의 관련 교과의 개설을 통해 창의적 인재의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정은이,
2009). 하지만 수요자인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창의성 교육에 대한 만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며(이경화,
유경훈, 김은경, 2010), 그들의 창의성 역량 성과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김동일 외, 2009).
그뿐 아니라 창의성 관련 수업들이 교수 중심의 주입식 강의 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김영숙,
이지연, 2018; 임효희 외, 2009) 창의성 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편, 전경원(1997)은 창의성을 주제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대학생들의 창의성은 충분히
나타난다고 하여 창의 교과 시도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 유아 교사들을 대상으
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명화 패러디 기반 창의성 프로그램 개발(김형재 외, 2016)이나 대학생 대상 영화를
활용한 플립러닝 기반의 학제 간 융합 창의성 교양수업 운영 사례(김병만, 윤정진, 김성원, 2017) 등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내 30개 대학의 창의성 관련 교과목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서 보면,
2011년 한 해 동안 230개(교양 38개, 전공 192개)라는 많은 강좌가 인문, 사회, 예술, 공학, 교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었다(최인수 외, 2012). 또 성은현(2002)의 매체를 활용한 자극이
대학생들의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연구나 개별학습과 협동학습 간 비교를 통한 창의성 계발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정은이(2003)의 연구, 이외에도 창의성 교과 운영에 관한 연구들(강경화, 최인수, 2006;
박병기, 2004; 정명화, 신경숙, 2004; 정은이, 2004)이 창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창의성 교육 접근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주장(박병기, 2004)과 다양한
연구의 부재(정은이, 2009),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연구의 부족(Cheung, et al., 2003)으
로 인해 대학에서 창의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양(quantity)뿐만 아니라 질(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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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의 필요성도 절실해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양, 질의 창의 교과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판타지 문학을 영화화한
작품을 활용한 수업이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우선 판타지 문학은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드는 장르로 독자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일으켜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은숙, 김혜리, 2015)라고 할 수 있다. 또 판타지 문학을 텍스트 유형에 따라 문자텍스
트와 영상텍스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윤태원(2015)에 따르면 전자는 문자 매체로 된 문학작품이라
하고, 후자를 문학작품을 영화화한 영화 매체라 하겠다. 진인혜(2012)는 플로베르의 말을 인용하며 문자
텍스트의 시각화, 즉 영상텍스트는 상상력을 방해한다고 하였고, 하채현(2011)은 대학 교양 영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문자텍스트와 영상텍스트의 인식 차이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문자텍스트를 통해 상상력을
더 자극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대학생들에게 문자텍스트보다는 영상텍
스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들에 의하면 영상텍스트가 학습자들의 복수감각을 자극하여 창의력
과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매체라고 하였고(유정진, 이희승, 홍동식, 2016), 육정학(2016)은 다양한 장르
가 통합된 형태의 영화 매체가 영상텍스트로써 대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C 대학 2020년 1학기에 개설된 판타지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텍스트인 판타지 영화가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우선
양적 연구로 창의성 측정을 위해서 대학생 창의융합역량 검사 설문을 활용하여 사전, 사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사전에 전문가 집단과 토의를 거쳐 선정한 판타지 영화를 시간 이동, 공간
이동, 인간의 변신, 기이한 인물 등장으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각 2편씩 총 8편을 시청하게 하였다. 각
영화를 시청하고 난 후에는 창의성 발문과 성찰 일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전,
사후 창의성 증진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로는 판타지 영화를 시청하고 발문과 성찰
일지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학습자 6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활동이 창의성 발달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타지 영화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대학생들의 창의성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판타지 영화 매체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무엇인가?

2. 이론적 고찰
창의성 발현은 개인차원에서보다 집단차원에서 활성화된다는 관점(Sawyer, 2003)에서 교수-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 맥락 속에서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Rosenblatt & Winner(1988)는 연령대별 창의성 발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에는 외적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의성이 효과적으로 발현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발현 연구의 방향성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 교실에 초점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교실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성 발현에 중점을 맞추고 효과적
인 교수 방안들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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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순 외(2011)는 수업 맥락에서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성
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는데, 교사주도의 상호작용이 창의성 촉진에 효과적임을 인식하였
다. 즉,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교사가 사고의 정교화를 촉진하는 질의응답과 점진적 이해를
촉진하는 설명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성이 발현되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학습자 주도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창의성 발현이 관찰되었는데, 단 토론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닌 지식을 내면화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능동적으로 펴나갈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기 위해서는 팀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 학습이 창의성 발현에 효과
적이다. 박혜영(2019)은 팀 기반 프로젝트 수업이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력 과정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은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 독창성, 성급한
종결의 저항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보였으며,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자기조절
학습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창의성 발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왜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왜라는 문제 제기를 다른 말로 하면 발문이라 하며 학습자들이 문제의식을 통해 사고
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창의성 관련 교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지은(2016)은
교사, 학습자의 설문 연구를 통해 발문 활용 수업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수,
학습자 모두 발문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의 힘을 길러내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데 효과적임을 동의하고 있었다. 아울러 발문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영화매체의 활용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학습자들은 영화라는 매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고, 영화에는 문제의식이 반드시 제시되기 때문에 발문을
생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판타지 영화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그리며, 시공간의 이동은 물론 인간이
아닌 창조물들이 등장하여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르(이인숙, 김혜리, 2015)로 창의적 발문을 이끄
는 데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또 발문의 과정과 영화를 보고 나서의 성찰 일지 작성을 통해 창의성
발현의 과정을 성찰하며 창의성 확장을 해 나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지역 C 대학에서 판타지 수업을 수강하는 재학생 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연공학계열 27명, 사범계열 5명, 인문사회계열 14명, 예체능계열 10명이고, 남학생
23명, 여학생 23명이다.

3.2 연구 도구
연구 참여자들의 창의성 설문을 위해 김정연(2016)이 개발한 대학생 창의융합역량 검사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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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구성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능력(creative ability), 창의적 성격(creative
personality) 및 창의적 리더십(creative leadership)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전공지식을
융합적 관점으로 사고하여(confluent thinking), 새로운 융합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confluent
value creation) 총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양적 연구로 사전 사후로 나누어 설문을 한
후 SPSS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 질적 연구는 발문과 성찰 일지를 분석하였
고, 연구 참여자 중에서 임의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본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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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1 비교과프로그램을 모듈화한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사례

●

비교과프로그램을 모듈화한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사례
-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G-MAP설계도’를 중심으로

최미숙(원광보건대)

1. 서론
오늘날 대학교육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면서 교양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발전에 따른 급속한 변화의 흐름에 대비
하여 이러한 시대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새로운 인재 육성이
모든 대학의 공통된 화두일 것이다. 이에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의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임종헌⋅유경훈⋅김병찬, 2017). 최근
대학들은 입학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속에 신입생이 대학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교과 활동의 참여가 학업지속 및 대학생활만족(신소영, 권성연, 2013; 장형유,
노미진, 2011; White & Gager, 200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Kuh(1995)에
따르면 비교과활동의 참여는 바판적 사고, 인지적 유연성, 반성적 사고등과 같은 고차적 사고 능력 개발,
지식의 습득 및 적용, 인도주의, 타인에 대한 관심, 자신감 및 자아정체성 확립, 대인관계 개발, 의사결정능
력, 진로 준비등과 같은 실제적 능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학차원에서는 중도탈락률의 감소와 교육적
성과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 또한 배상훈, 김혜정(2012)은 비교과활동 참여가 대학교육의 성과를 결정하
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Schroeder(1999)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
과 비공식적 학습경험 즉, 비교과활동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대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양근우, 2015).
특히 전문대학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고 있으나, 전공교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을 충분히
함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양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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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과정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최윤경, 2017).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은 실정이지만, 원광보건대학교(이하
WU)는 대학차원에서 비교과 교육과정과 교양교육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국고
사업으로 진행되어오던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들을 고도화하여 정규 교양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여 그
성과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선방향 연구에 이어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양교과목으로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해 오던 비교과 프로그램을 모듈화한 교양교
과목 ‘G-MAP설계도’를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2019년 1학기에 운영한 사례연구이다.

2. 본론
WU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불교 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덕성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에 ‘인격도야’, ‘기술연마’, ‘성실봉사’라는 교훈으로 ‘교양과 직업관 확립’, ‘기술 및
문제해결력 육성’, ‘어학과 정보화 능력 배양’, ‘성실한 생활태도와 봉사정신 함양’이 본교의 교육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교과와 교양교과 그리고 산업체 맞춤형 직무 교육과정 및 글로벌 특성화 교육
시스템인 ‘글로윙(GloWing)'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
고 있다(최미숙, 2017).
최근 10여년간 교육부의 전문대학 핵심사업 전분야를 석권하여 외적 성과와 아울러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마음공부 인성교육 및 LTM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글로윙 프로그램을 연계한 학과의 차별화된
교육목표 및 인재상 수립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 운영된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교수학습센터, 취창업지원팀, 산학실습팀, LINC+사업단, 학생상담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합 관리하여 학생들
의 역량 강화 및 원광교육 3색인증과 연계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이력
및 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와 학생과 교수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질 높은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확대하고자 한다(WU 혁신교육원, 2020). 특히 교양교과목 이수학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에 총 졸업학점이 5~10학점 줄어든 반면 교양학점은 2학점이 증가했다. 이는 2019학년도부터 대학지정
필수 개설 교과목으로 1학년 1학기에 2학점이 새롭게 개설된 것이다. 이 교과목 내용구성은 그동안
다양하게 진행되어 검증된 비교과프로그램을 전공⋅창의⋅인성⋅글로벌 등의 4가지 영역으로 모듈화하
여 정규교양교과목으로 개설한 것이다(WU교육과정운영 지침, 2019).

2.1. 교과목 개발 및 절차
1) 교과목 개발 배경 및 목적
이 교과목은 2017년 12월 한국교양교육학회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기반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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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육성으로 글로벌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신입생들에게 대학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대학의 학사 및 행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비교과 활동과 교양교과목 연계를 통한
새로운 교과목 개발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WU는 교육의 질적 강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교양필수 개설학점을 2학점씩 추가하고 1학년 1학기에
‘비전설정 및 자기설계’ 교과목을 개설하여 신입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학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대학 및 학과 생활에 원활한 적응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중이수제(주2회) 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교양과정개발운영위원회 회의록, 2018).
이에 본 교과목은 신입생들에게 대학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설계하도록 하여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들을 고도화하여 정규 교양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여 교육혁신으로 교육
성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본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2) 교과목 개발 절차
WU는 Industry 4.0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혁신을 위해 대학의 인재상을 G-MAP Elite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직무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대학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 교양(Liberal-Arts), 전공
2

(Tech-Edu), 학과특화(Integrated-Edu), 비교과(Extra-Curriculum)를 포함한 LTE 창의융합 교육과
정으로 개편하고 모듈형의 ‘G-MAP(Global-Mind, Attitude, Performance) 설계도’ 교양교과목 운영
으로 자기주도적 대학생활 목표 수립 및 미래비전 설계를 지원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교과목 개발 절차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과목 개발 절차
절차

시기

교양교육과정개발 보고서 위원

2018년 9월 1일

 대학공통 교양과정 개발에 대한 취지 및 방향 논의

세부내용

2018년 11월 1일

 대학공통 교양과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공통 교양과정 교과목 ‘G-MAP설계도’ 심의

2019년 1월 10일

 교양교육과정 편성 방침 및 ‘G-MAP설계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교양과정개발운영위원회
⇓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이 교과목은 <표 4>의 절차대로 2018년 11월 1일 교양과정개발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 2019년
1월 10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후 2019년 3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본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
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양교과목개발 위원으로 선정 된 후 2018년 9월 1일부터 다음 <표 5>의 절차에
따라 ‘G-MAP설계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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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MAP설계도’ 개발 절차
1단계 : 문헌고찰

비교과 프로그램 탐색 및 교양교육에 대한 이론 탐구
2018.
09.01~11.30 선행연구 고찰
↓

2단계 : 요구사정

행정부서 실태 및 요구조사 & 학과 요구사정 분석
2018.
12.01~12.30 부서 및 학과 활동내용 분석 및 내용설계
↓

비교과프로그램 및 교양교과목 내용 분석
3단계 : 기존 비교과 및 교양교과
2019.
목분석
01.01~01.30 행정부서 및 학과 Feedback 분석 후 영역별 교육내용 확정
↓
교과목명세서와 강의계획서 및 강의교안 완성
4단계 : 예비 교과목 개발 및 적용

G-MAP설계도 담당 교원 워크숍(2019.02.21.)
2019.
02.01~05.10 비전선언문 선포하기, G-MAP설계도 공유하기(자기주도학습 우수 학생 추천)
예비 교과목 적용 후 강의 평가 분석 및 전문가 검토
↓

5단계 : 교과목 내용 수정 및 보완

교과목 운영 우수사례 발표(2019.12.12.)
2019.
05.11~12.30 G-MAP설계도 내용 수정 및 보완
↓

6단계 : 최종 교과목 개발

G-MAP설계도 교과목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2020.01.08.~01.15)
2020.
01.01~03.25 교수자 표적집단인터뷰 & 최종 교과목 G-MAP설계도 워크북 개발
↓

G-MAP설계도 수업 적용
7단계 : 최종 교과목 적용 및 효과
2020.
검증
03.25~12.30 교과목 효과 검증(사전-사후)

2.2. 교과목 개요 및 운영사례
1) 교과목 개요
2019 대한민국 전문대학 지속지수 교육부문 전국 1위의 성과를 이룬 WU는 G-MAP 설계도는 학생
맞춤형 및 자기주도형 학습법과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공감코칭 교수법 그리고 다양한 수업방식
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병행학습제를 통해 입학에서 취업까지의 대학생활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설계하
고,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자신만의 교과서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개발하였
다. 이에 본 교과목 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학교 부서장워크숍(2019.02.15)과 전체 교직원
연수(2019.03.17)를 통해 이 교과목 전반에 대한 개발 계획안 발표 후 의견수렴과 협의를 하였다. 이
교과목에 대한 개요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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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G-MAP설계도’ 개요
교과목명 G-MAP설계도
강좌형태 온라인, 블렌디드, 강의식, 현장체험
교과목
특징

본 교과목은 학교 및 학부 학과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공, 창의, 인성, 글로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매 차시에 제시된 work sheet 및 온라인(LMS)과 오프라인 병행 학습을 통해 집중이수제(주2회수업가능)방식
에 따라 운영되며, 자기주도적 문제해결과 창의성 육성에 따른 실습 및 체험 형태로 운영되는 수업이다.

1.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비교과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정한 모듈로 구성하여 정규교과로 신설한다.
2. 자기주도적 문제해결과 창의성 육성에 따른 인성⋅창의⋅글로벌⋅전공 영역별 교육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3.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스마트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G-MAP 인증제를 이해하여 대학과
학과의 인재상을 구현한다.
수업목표
4. 자기이해 및 인식 그리고 학습설계와 자기관리 및 인성설계 그리고 전공진로 이해 및 탐색으로 개인맞춤형 비전설계를
완성한다.
5. 교수-학습 상호작용을 위한 Mind Study와 감사잘함 다짐을 통해 건학이념 구현 및 학생성공전략을 실천한다.
6. WU G-MAP설계도 비전선언문을 작성하여 동영상 제작 후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유한다.
 자기주도적 창의력 향상과 문제해결능력 증진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상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증진으로 중도  학생 맞춤형 자기주도적 Blended Learning 수업가능
기대효과
탈락률 감소
 교수-학습 상호작용 활성화
 학교 및 학과 교육목표 효과적으로 달성
 균질화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제공
 전인적 인성교육 및 핵심역량 강화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G-MAP인증제 실현 가능

2) 교과목 운영사례
본 교과목은 2019년 2월 21일 담당교원 워크숍을 실시하여 교과목 명세서와 강의계획서 및 PPT강의
교안과 주차별 영상자료 및 G-MAP설계도 워크북을 교수자에게 배부하고 <표 7>의 주차별 교수-학습
내용과 강의운영 계획안에 따라 18개 학과 1,6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4명의 교수자가 강의를 진행하
였으며 강의 진행에 따른 평가 방식은 다음<표 8>과 같다.
<표 7> ‘G-MAP설계도’ 주차별 교수-학습내용 및 강의운영 계획안
주
차

교수-학습내용
영역

1
2
3

주제
인재 알아가기

인재
설계

4

만나고 적응하기
학습 디딤돌 놓기
WU인재 만들기

5

청춘 설계하기

6

해피포인트 쌓아가기

7
8

청춘
설계

안전하게 살아가기
청춘 비상하기

강의운영
차시별 내용

1차시 : G-MAP설계도 오리엔테이션
2차시 : 행복을 지원하는 학교 행정 서비스 알아보기
1차시 : 대학생활 적응검사 및 학교 새로 알기
2차시 : 학생 상담프로그램 찾아보기
1차시 : 학습진단평가 실시하기
2차시 : 학과교육과정 및 자격증 알아보기
1차시 : 학습능력향상교육 지원프로그램 알아보기
2차시 : 나의 학습 Plan 세우기
1차시 : 신입생실태 조사하기(온라인)
2차시 : MBTI검사하기
1차시 : WU 프라이드 Up(장학제도, 학교 자부심)
2차시 : 해피포인트 전략 세우기
1차시 : 가정폭력 예방교육(교육부영상)
2차시 :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하기(교육부영상)
1차시 : 나의 취업가이드북의 실제
2차시 :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운영
방식

온라인

강의
장소

강의식

학교
홈페이지

강의실

강의식

LMS
(예방교육내)

강의실

강의식

강의실

온라인

교수학습지원
센터홈페이지

강의식

LMS/
강의실

강의식
온라인

재택
강의실

교수
매체
영상
검사지
검사지
e-m러닝
e-m러닝
온라인설문지
검사지

강의실
LMS

on-off
창의융합센터
병행

재택

e-m러닝
e-m러닝

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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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내용

주
차

영역

9

주제

차시별 내용
1차시 : 마음아 부탁해(조성일교수영상촬영)

마음 디자인하기

10
11

인성
설계

2차시 : 꿈을 기억하는 우체통 인증샷
1차시 : 마음 STAR 되기(최미숙교수영상촬영)

나를 새롭게 하기

2차시 : 성격유형별 꿈 실행 계획하기

G-MAP Leader 되기

12

품격 업그레이드하기

13

미래로 Jump하기

14

미래
설계

1차시 :글로윙 로드맵 완성하기(이광영교수영상촬영)
2차시 : 글로벌 리더 찾기 (아프리카의성자 꼬꼬김 영상)
1차시 : 펀펀(Fun-fun) 창업하기
2차시 : 글로벌 인성리더십 설계하기
1차시 : 동문 선배 특강 및 선후배 멘토링하기
2차시 : 전공 관련 블로그 or 사이트 탐색하기

비전선언문 선포하기
G-MAP 설계도
공유하기

15

강의운영

1차시 : 비전선언문 작성하기
2차시 : 비전선언문 동영상 제작하기
1차시 : WU G-MAP 설계도 실천 서약서 작성하기
2차시 : WU G-MAP 설계도 실천 서약서 공유하기

운영
방식

온라인

강의
장소

체험식

LMS/교당

재택

온라인

LMS

재택

온라인

LMS

재택

온라인

자유선택

재택

on-off
병행

학부학과
재량

on-off
병행

학부학과
재량

강의식

강의실

교수
매체
e-m러닝
본관 3층
e-m러닝
e-m러닝
e-m러닝
e-m러닝
학생자율
온라인

<표 8> 강의 평가 방식
출석(20)
오프라인
1,2,3,5,6,8,13,14,15주차

중간(40)
온라인(LMS)

검사 및 활동인증샷

4,7,9,10,11,12주차 2,3,5,9,10,13주차

기말(40)
수업평가

제작공유

4,8,12,15주차 Project 14주차:영상제작
work sheet
15주차:서약서발표

합계
100

위의 <표 7>과 <표 8>에 따라 주차별 강의와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로
교수-학습에 대한 피드백 및 상담 그리고 SNS매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실시하였다.

2.3. 교과목 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
본 교과목은 WU LMS를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집중이수제 형태로 교양 필수 2학점
P/F 과목으로 운영하였다. ‘G-MAP 설계도’교과목 운영을 위한 교수 워크숍에 제공된 교수자료는 LMS에
업로드하여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 주차별 제공된 Work Sheet 양식에 따라 위의 <표
7>과 같이 강의식, on-off병행, 체험식,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14주에는
비전선언문을 작성한 후 각자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과별 영상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5주차에는
WU G-MAP설계도 실천 서약서를 작성한 후 학과별 발표대회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 각 학과별 비전선언
문 우수 영상 제작 및 워크북 작성 우수자 24명을 추천받아 24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019.07.02). 이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종료한 후 교과목 운영에 대한 설문문항을 10문항으로 구성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1,313명이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먼저 강의 계획서에
따른 교과목 실제 수업내용 일치항목에서 평균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석관리와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반영의 적절성이 4.21로 나타났으고, 매주 학습목표 제시가 4.20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장
낮은 점수로는 수업 내용에 있어서 학습매체가 수업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항목에
4.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더 다양한 학습매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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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양과목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2018학년도 67.61에 비하여 2019학년도 69.28로 만족
도가 2.21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G-MAP설계도’를 담당한 교수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과목을 직접 운영한 교수요원 중 강의평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6명을 전문가
그룹으로 선발하여 총 6가지 질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G-MAP설계도가 신입생에게 도움된 점은 학교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대학의 학사 및 행정의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과 학교설립의 이념을 이해하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해봄으로써 자기주도형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대학생활과 미래의
목표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공, 창의, 인성, 글로벌 등 4가지영역의 교육내용
을 모듈화하여 구성한 G-MAP설계도 수업 진행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학생들은 4가지영역에 대하여
실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재학동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하여 다양한 능력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매 차시에 제시된 work sheet에 대한 피드백 및 상호작용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매 차시에 이루어지는 work sheet는 on-off line에서 체크하여 반드시 피드백을 시행하는데 있어
서 조교 1인을 지정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며, 상호작용은 적극적인 질문과 요청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on-off line이나 SMS를 통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G-MAP설계도 운영이 학생과
교수자에게 도움된 점으로 학생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창의적
사고를 발산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본인의 인생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수자에게 있어서는
학생들의 면면을 파악하여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인재상을 구현해 주고 LMS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수자
본인의 교육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온라인(LMS)과 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집중
이수(주2회)제 수업방식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도움된 점과 향후 개선점으로는 먼저 본 교과목 운영은
전문교수자의 쿼터수업으로 수업의 질 제고와 수업의 다양성을 활용함으로써 교육 환기에 도움이 되었으
며, 효과적인 G-MAP설계도 운영을 위한 향후 개선 사항으로는 ① 전체 학생을 하나의 강의실에서
진행함에 따라 수업 분위기가 산만하고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났으며, ② MBTI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과정에서는 전문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③ G-MAP 설계도 편성의 취지상 공통과목의
편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 있지만, 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학과 자율적 진행과정의 비율을 높여 주어야
하며 ④ 교육시간 및 요일 배정을 학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개선하고 ⑤ 교수자가 강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⑥ 체계적으로 설계된 과목이지만 교육내용이 많아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는 점이다.
여섯째, G-MAP설계도를 운영하시면서 느낀 교수자의 보람과 감상으로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보다 편리하고 알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불어 교수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제공된 강의교안에 대한
간소화 및 재검토와 좋은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발전과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을
얻는 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 또한 15주차 마지막 강의에서 1학년 전체 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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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모인 가운데 3명의 학생이 비전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중에 우수작을 뽑아 시상을 하면서, 수업하는
동안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내고, 자신의 미래 직업과 연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교수자로서 가장 큰
보람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G-MAP 비전선언문 우수 영상 경진대회에 출품했던 우수작품은 입시홍보
및 취업박람회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호감을 얻는데 입시홍보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3. 결론
이에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및 덕성을
연마하고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
는데 있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모듈화하여 정규 교양교과목으로 개발한 G-MAP 설계도의 타당성 입증
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본 교과목이 신입생에게 있어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증진 및
중도탈락률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거둔 단초가되었으며, 향후 비교과와 교양교육과정 연계성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아울러 본 연구가 전문대학 일개 사례만을
연구했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교육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교양교과목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일반화가 가능하고 후속 연구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기대해본다. 이에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G-MAP설계도의 영역별 교육내용이 대학생활 적응력 증진 및 중도탈락률
감소에 미치는 효과검증 연구이다. 둘째,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효
과성과 창의력 향상 및 문제해결력 증진의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교양교과목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되어
대학생활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도로 대학교양교육의 혁신적 발전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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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과 나눔’의 노작⋅생태교육을 통한 교양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운영 연구

박은영⋅권정언(중부대)

1. 서론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과정은 대학생활의 첫 단계에 위치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이 되기 위한
기초교육과 함께 전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송유진, 2009). 특히 대내⋅외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인해 교양교육과정에서도
지식의 형성과정을 중요시하고 지식융합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홍석민
등, 2016) 교육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국내⋅외 많은
대학들은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삶과 학문을 연계하고 순환하는 주제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하고,
주제중심의 접근뿐 아니라 다학문적, 융복합교육적 접근을 지향하며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융복합적 사고력 강화를 위해 삶-교과간의 연계를 강화한 활동중심 교양교과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삶과 생활에서 부딪히는 주제를 교과의 주요 내용 및 활동으로 들여옴으로써 보다 실행력
을 갖춘 교양인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이론과 지식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적용되고 나아가 구성원간의 소통 및 화합, 그리고 사회발전을 위한 지식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작금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교
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이 절실하다. 더구나 학습자의 능동적인 열린 체험은 몰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느끼
고 깨닫는 자아성찰의 과정을 통해 긍정적 변화가 수반되는 성장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기존의 타율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열린 체험교육을 시도한 ‘키움과 나눔’
의 노작⋅생태교육을 통해 교양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간 연계 운영 사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260

●

세션 5 교양교육과 비교과프로그램

2. 본론
2.1. 노작⋅생태교육의 정의
노작은 개개인의 의지적 가치실현의 행위이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통합된 즉물적⋅실체적⋅객관
적⋅구체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노작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자기 통제 하에 이루어지
는 실제적 인간 활동을 말한다(최유현, 2017). 노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과 작물재배에 필요한 이론교육을 포함한 실습교육 등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수공적 활동이나
좀 더 폭넓은 신체적 활동이 정신적 활동과 통합되어 이루어진다(박완성, 2012).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식의 가치는 시시때때로 변화하지만 삶의 원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삶의 전반에 있는
원리를 노작경험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유의미한 인생의 진리를 스스로 깨우친다. 교육에
있어서 가치 있는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전달받은 지식이 학생자체의 삶에 녹아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식이 노작교육이다. 이러한 노작교육은 가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내면에 있는
지식의 조각들을 바깥으로 이끌어 내도록 돕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 볼 수 있다(전정연, 2019). 오늘날 대학교육에서 노작교육은 지식의 함양은 물론 건강한 신체
유지, 공동체의 삶, 사회적 도덕성 발달과 더불어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가치가 담겨져
있어(정효정 등, 2011) 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현재 대학 교양과정의 재구조화는 경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교양교육이 실용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유홍준, 백승수, 2015).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각성이 요구되면서 자신의 이익과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이익과 생명 존엄성도 중요하다는 생태적 가치관을 교육하는 ‘생태교육’에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속에서 환경과 공생,
그리고 공감과 감수성을 키워주며 자연 생태계의 생명질서를 존중하고 인간의 생명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도덕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작교육 내에의 여러 지향점 중 몸을 움직이며 노동의 가치에 초점을 두면서 지식교육만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체험, 경험교육으로 연결되어지고, 실제 작물재배와 생육과정이 환경, 자연의
일부인 인간, 지속가능성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생태교육과 결합되면서 학생들에게 세상(자연)과의 확장,
이익의 나눔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배가 될 수 있다.

2.2. ‘키움과 나눔’ 교양교육과정
‘키움과 나눔’은 충청권 4년제 J대학에서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조성하고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명존
중의 의미를 체험하고, 각종 스트레스로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게 쉼과 여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특화 교양교과목이다. J대학은 ‘성장과 행복을 지향
하는 바르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학생성장교양교육의 목표로 재정립하면서 이러한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시도로 특화 교양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키움과 나눔’교과의 개요는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생명을 소중히 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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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자연을 관찰, 탐색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여 불확실성의 논리가 지배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교육이다.
교과의 목표는 텃밭 경작을 통해 기존의 타율적인 교육 활동에서 벗어나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체험을 통해 자아성찰의 과정과 긍정적인 성장을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소통, 협력, 책임의 정신을 함양하
고자 하였다.
교수학습모형은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조성하고 가꿈으로서 생명존중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도록
추상적 개념화에서 구체적 스킬을 적용하는 학습활동에 참여해보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공유한 후,
성찰을 통해 앎과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학습전이를 높이고자 하였다. 개념적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체험해보면서 인식이 전환되고 이것이 다시 변화된 행동으로 발현되는데, 특히 성찰이 경험을 재해석
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의 기본 원칙은 교수자의
강의 및 학생들의 체험위주의 경험학습을 중심으로 실습, 팀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매 수업은 강의
및 실습을 병행하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시청, 토론, 기법을 적용한 팀 활동 및 발표 등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실습해보는 실천 학습으로 운영하였다.
수업시간, 계절요인, 재배수월성, 범용활용 등을 고려하여 작물은 모종으로 배추, 깻잎, 마늘, 상추,
종자파종으로 무, 치커리, 청경채, 비트, 시금치 등이었고, ‘중대한 텃밭1)’실습장에서 텃밭조성에서부터
모종식재, 수확, 이웃나눔행사까지 진행하였다(주요활동 <표 1>참조).
<표 1> ‘키움과 나눔’교육활동

비닐씌우기

모종식재

물주기-물조리개

팜파티

수확과 나눔

학생들은 매주 수업이 끝난 후 활동목표와 활동내용을 담은 실습일지를 작성하며 노작활동을 기술하
고 배우고 느낀 점을 성찰하였다. 실습일지의 형식은 <그림 1>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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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키움과 나눔’실습일지 작성 예

2.3. 비교과 프로그램과의 연계
대학교육의 성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강의실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즉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들이 가치 있는 교육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Bakohan & Aljarallah, 2015;
Kuh, 1995; 황순희, 2019). 강의실 밖 활동 참여는 대학생활의 지속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사회성, 자율성, 자신감, 자아 및 다양성에 대한 인식 등 학생들의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다(Astin, 1977; Pascarella, Terenzini & Feldman, 2005).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한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교과 내 접근과 강의실 밖 접근으로
구분된다. 교과 내 접근은 지역공동체 등에 대한 탐구, 체험, 실습활동을 교과목 내 활동이나 과제, 프로젝
트의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삶의 현장을 강의실 안으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강의실 밖 접근은 동아리
등과 같은 교과 외, 교실 밖 활동을 통해 지역 및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정규교과 이외의 비교과교육 및 활동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 경쟁력 있는
사회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
서 국내의 대학에서도 비교과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이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의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고 있다(한안
나, 2017).
J대학에서는 교양교육과정(교과 내 접근)과 비교과 프로그램(강의실 밖 접근)을 연계하여 공동체적
시민의식 함양과 전인교육, 학습자의 경험확장을 추구하고자, ‘키움과 나눔’의 노작⋅생태교육 교과목을
‘중대한 텃밭’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연계⋅운영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시간과 학점이수의 제약에서 벗어
나 학습활동에 몰입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진행은 텃밭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모든 활동이 종료된 후 체험성장에세이 작성에 참여는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물
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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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대한 텃밭’체험성장에세이 작성 예

3. 결론
노작교육은 세계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 온 가장 중요한 전인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교육은 전인교육에 의해 가능하며, 노작교육에 의한 교육방법도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이익과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이익과 생명 존엄성도 중요하다는 생태적 가치관을
교육하는 생태교육이 결합된 교양교육으로서 노작⋅생태교육이 가진 의의와 가치를 공감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을 수용하여 연계되어 운영되었을 때 학습자의 경험 확장에서 시너지가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본 교양교육과정-비교과 프로그램 간 연계 운영 후 나타난 교육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9년 J대학 학생성장교양학부에서 운영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총 29개 2,808명이었으며, 이중 교양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연계는 6개 496명이었다.
만족도가 높은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그린에코 중부인’이 4.57점, ‘글로벌데이’ 4.44점, ‘그린청년회’ 4.32
점이었으며, ‘키움과 나눔’의 교양교과와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인 ‘중대한 텃밭’은 4.8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둘째, 또한 학생들이 작성한 체험성장에세이를 살펴보면 교육성과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장○○
는 “3달의 기적-재배엔 정답이 없다. 졸업 후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행한 게 정답일 수도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 이○○는 “이 수업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좋은 경험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 귀한 경험을 하였다.” 유○○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한 나-조원들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한 수업이 인상적이었다.”등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셋째, 학생만이 아니라 교수자로서 학생과 함께 성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의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학습의 협력자로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역량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강의방식, 학생과의 유대관계, 소통과 책임감, 공동체 의식 함양, 학생관리 등에서 다양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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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 교과는 적은 인원 수, 교수자의 학생관리, 학년별 적극성의 차이, 재배관리 등의 어려움과
공간조성, 안전, 계절 및 환경 요인에 대한 통제 어려움 등의 한계점이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험기반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면서, 제한된 수업시간과 경쟁적인 이수방식을 벗어나 소통,
협력, 책임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비교과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연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세밀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발적 노동과 돌봄 경험, 생산을
통한 성취, 학교 밖 이웃과의 나눔 등의 체험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교양교육과정-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계 사례는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 내용과 삶 전반에 필요한
역량 간의 접촉점을 늘리며 노동 속에서 생명존중과 자아성장을 꾀하는 대학교양교육의 한 본보기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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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봉준⋅성신형(숭실대)

1. 서론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은 서로 혼동되어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분리되어서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발표해서 시행한 시기(2014년 12월 29일 국회통과, 2015년 1월 20일
공표, 7월 21일 시행)와 유네스코가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발표한 시기(2015년 5월
19-22일)가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겹치고 있다. 물론 이런 시기가 두 개념이 혼동되어서 사용되는 직접적
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서로 맞물려서 가고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 ‘창의⋅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
로 이에 대한 요구는 다시 부상되었으며, 마침내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다. 현재 서울여자대
학의 바롬 인성교육, 대구가톨릭대학 기초교양교육원의 인성교육,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한국교
원대학교 사도교육원 등에서는 체험학습 기반의 인성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탐색, 예정과 매너, 리더십, 존중과 자존
감, 배려와 협동, 정직성, 책임감, 도덕성, 의사소통, 갈등관리, 문제해결, 비전설정, 정의, 공공성, 시민성,
봉사정신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이기용 외, 2016).
한편, 세계시민교육은 옥스팜(Oxfam)이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APCEIU of UNESCO)나 인도에
위치한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발전교육원의 활동 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 교육은
2012년 무렵 각종 국제 컨퍼런스에서 중요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2014년 무스카트에서 개최된 글로벌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듬해 유네스코, 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 유엔난민기구, 유엔여성기
구, 세계은행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 교육은 전지구적인 이슈를 깊이 이해하고, 평화, 인권, 평등, 다양성 인정,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7). 현재 한국에서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대학강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 숭명여
대, 공주대, 인전대, 전남대, 한동대 등에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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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인성캠프 프로그램을 2016년 개발하여
현재까지 실행해오고 있다. 숭실인성캠프는 여행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교육적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여행은 자아를 성찰하고, 문제해결법을 배우며,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함양하고, 지리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숭실인성캠프
의 운영 현황과 성과, 만족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대학생 인성함양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을
제안함과 동시에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개선과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숭실인성캠프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
숭실인성캠프는 지난 4년간 ‘숭실CEO인성캠프’로 명명하여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하여 1회 ｢타인과의 소통(Communication
with Others)｣와 2회 ｢자신의 이해(Exploration into myself)｣ 캠프를 실시하였으며, 3회부터는 세계
시민교육의 체계와 목표를 바탕으로 개편되어 운영하였다. 그리고 제4회 캠프인 2019년 인성캠프는
｢세계시민으로서 역할(Orientation to Global Citizenship｣ 인성 프로그램 개발을 바탕으로 글로컬
시대의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삼았다.
숭실대학교 제1차 인성캠프는 ｢타인과의 소통(Communication with others｣으로 강원도 강릉과
양양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제2차 인성캠프는 ｢자신의 이해(Exploration into myself｣ 라는 주제로
군산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제3차 인성캠프는 다시 강원도 지역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역할
(Orientation to Global Citizenship- 환경｣ 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상의 숭실인성캠르가 발전되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숭실인성캠프의 명칭을 ‘숭실CEO인성캠프’로 명명
하여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하여 1회와 2회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회부터는 세계시민교육의 체계와 목표를 바탕으로 개편되
어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숭실CEO인성캠프는 나와 타인, 그리고 세계와
연결하면서 소통하는 캠프로 숭실대학의 인성교육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숭실대학교는 인성캠프의 전체주제를 ｢세계시민으로서 역할(Orientation to
Global Citizenship｣ 로 정하여 진행하였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은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비판적이
며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책임감을 지닌 창의적 활동을 할 때 의미가 있다. 글로벌사회에 대비해서 요구되
는 인성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문화다양성)교육 및 창의교육은 서로 분리되
는 개별 주제라기보다는 상호 연결된(interconnected)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틀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교육 영역들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세계시민으로서 역할(Orientation to Global Citizenship｣를 주제로 한 세계시
민교육에 기초한 숭실CEO인성캠프 프로그램의 지난 3회의 주제는 “환경”이었다. ‘환경교육’과 ‘인성교
육’ 간의 연계성을 근거로, ‘여행’으로 만난 ‘지역’의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통하여 생명과 인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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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다양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 등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과 각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4차 숭실CEO인성캠프는 ‘글로컬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열렸다.
현대는 로컬리티 중심에서 글로컬(Global+local)사회로 급속도로 이행되고 있다. 이에 여행을 통한 학습
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학생들이 방문지역의 로컬리티를 이해하고, 이를 글로벌한 방향으로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캠프를 진행하였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은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책임감을 지닌 창의적 활동을 할 때 의미가 있다. 글로벌사회에 대비해서 요구되는 인성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문화다양성)교육 및 창의교육은 서로 분리되는 개별 주제
라기보다는 상호 연결된(interconnected)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틀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교육 영역들
이다.
이상에서 전체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캠프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
게 살펴보자. 캠프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론은 PBL(Problem Based Learning)
교수-학습과정이다. 이는 문제를 소개하고 이 문제를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하고 해결해나가는 교수학습
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기부여,’ ‘문제제시,’ ‘문제해결방안탐색,’ ‘문재해결 위한 탐색과정’ ‘문제해결,’
‘발표 및 평가’의 총 여섯 단계로 나뉘는데, 보통 동기부여는 예비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은 동기부
여 이후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상의 단계들을 수행해가면서 학생들은 실제로 현안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장으로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 실천적인 차원의 교육으로 발전하게 된다. 끝으로 캠프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함으
로 다음 캠프를 준비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2.2. 숭실인성캠프 만족도 평가 및 성과
숭실대학교는 각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점 및 개선점을 수정
보완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수정 발전시키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숭실대학교 인성캠프(2016년)에 참여한 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제적인 프로그
램의 만족도는 4.40(5점 척도)로 나왔으며, 캠프가 목표한 대학의 핵심역량 측정에서는 창의역량(3.90),
융합역량(3.30), 공동체역량(3.13), 리더십역량(3.5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목표 성취도 분석에서
는 자기계발능력함양(3.97), 글로벌 경쟁력 강화(3.23), 공학설계 능력함양(3.13), 창의적 연구능력 배양
(3.53)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낮게 드러난 수치로, 핵심역
량과 교육목표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주관식
문항에서 캠프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우정을 쌓고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고, 부정적인 평가는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조금 더 휴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2차 캠프는 참가자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3.91로 드러났다. 교육효과성
분석을 위해서 1차에 조사한 방식의 문항을 조금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3.68). 2. 본 프로그램은 새로운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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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3.94). 3. 프로그램을 통해 팀원들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게 되었다. (4.12). 4. 다른 팀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32). 5.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였다.
(4.26) 6. 본 프로그램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2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인성과과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을 보였지만,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공동체성
함양에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주관식 문항을 통한 개선점은 1차 캠프 때와 비슷하게 조금
더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2박3일이 일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였고, 이후 기한을 하루 더 늘이는 것을 검토하였다.
제3차 캠프 참가자 3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설, 프로그램, 참여인원 등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4.90으로 매우 높게 드러났다. 한편 교육 효과성 분석은 1. [공동체]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4.95). 2. [의사소통]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4.95). 3. [리더십]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5.00).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숭실인성캠프가
본래의 목적을 잘 성취하는 방향을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식 문항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너무
빡빡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4차 캠프부터는 하루 연장하여 3박4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4차 캠프는 1~3차의 캠프에서 학생들이 제기했던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박4일로 진행했
다. 4차 캠프의 참가자 3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4.85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 목표 분석은 1. [공동체]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4.83) 2. [의사소통] 팀원들간의 활동을 통해 원할한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4.87) 3. [글로벌] 인성캠프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강릉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다. (4.85). 주관식 문항에서도 학생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이전의 평가에서 나온 부분은 해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숭실인성캠프는 참여한 학생들
의 높은 만족도를 성취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숭실대학교 인성캠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본 캠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
교육과 인성교육을 잘 연계한 비교과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한국 문화의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인성교육을 세계시민교육과 잘 연계하여, 인성함양과 시민성함양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었다. 둘째, 공동
체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함으로 학생들이 방문한 현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휴식하면서 소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드러났다. 다행인 것은 4차
캠프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었는데, 앞으로 적절한 시간 활용을 통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켜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3. 결론
이상에서 숭실대학교 인성캠프를 사례로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인성함양의 한 예를 살펴보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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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숭실CEO인성캠프에 대한 진행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인성교육과 세계시
민교육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다음의 몇 가지를 프로그램
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하고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첫 째,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이론 수업과 실천수업
을 병행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캠프를 살펴본 연구이다. 하지만 캠프가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깊은 내용들을 다 다루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교과
과정에서 이론적인 수업을 충분히 한 후에 비교과 과정에서 이론으로 습득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전체적인 과정이 만들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세계시민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둘 째, 조금 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수혜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캠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에 맞게 국제사회의 NGO기구
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더 생동감 있게 제시할 수 있었다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취지에 더욱 부합한
교육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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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학습(PBL)과 코칭을 활용한 교양수업 운영 사례 연구
- 인성 과목을 중심으로

조성진(중부대)

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와 기업에서는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 협업능력(collaboration)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5).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합리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대학교육과 수업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학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현장에서는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이후로는 PBL), 플립러닝, 체험학습기반 교
수법,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코칭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학습과
진로지도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대학 교양수업에 PBL과 코칭을 도입, 운영한 사례를 소개하
고, 해당 교양수업의 전략과 효과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 연구대상자들에
게 PBL과 온라인 수업이 혼합된 교과수업과 비교과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성찰일지,
소감문 등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PBL의 개념과 수업 적용 사례 효과
PBL은 원래 1970년대 초에 구성주의와는 별도의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대두되었으나, 이후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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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론적 틀과 접목되면서 구성주의의 대표적 교수-학습 모형으로 발전되었다(강인애, 1997; 홍기칠,
2008). PBL은 실제 세계의 비구조화된(ill-structured)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배우도록 이끌어 가는 교육적 접근이다. 이것은 과정 중심 학습, 학습자 중심 학습, 협동
중심 학습, 자기주도적(self-directed) 학습, 교수자의 촉진적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PBL이 교육현장에 접목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PBL을 적용한 학습지도안을 개발하고 수업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PBL은 비판적 사고력을 포함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김경화, 2017; 김민석, 2018; 김장
현, 2020; 신혜원⋅김희라, 2016; 이승은⋅김영미, 2018; 최미화, 2017), 창의성(박경슉, 2003; 강소영,
201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강병서⋅조철호, 2006; 공하림, 2014; 김민석, 2018; 김장현, 2020; 유명
란 외, 2009; 이근수, 2018; 최미화, 2017; 최봉선, 2007), 학습 동기(신승훈⋅김찬우, 2019; 장경원,
2008; 이근수, 2018; 이승은⋅김영미, 2018; 장은주 외, 2018), 학습 태도(김주헌, 2010; 이승은⋅김영
미, 2018; 장은주 외, 2018; 정주영, 2014), 학업성취도(김현정 외, 2009; 신현성⋅윤재연, 2007), 의사
소통능력(김주헌, 2010; 최은영⋅이우숙, 2010), 협동심 또는 협업 능력(공하림, 2014; 김경화, 2017;
김장현, 2020; 김주헌, 2010; 신희선, 2011; 이근수, 2018) 및 창업 의지와 기업가정신(남정민, 2017)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2.2 코칭의 개념과 수업 적용 사례 효과
1980년대 후반에 서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칭은 2000년대 초반에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이래,
중소기업, 정부, 각급 단체와 기관 등으로 급속하게 널리 퍼지고 있다. 코칭은 각급 학교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학습, 생활 및 진로지도에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 교사들을 위해서도 코칭이 활용되고
있다(대전광역시교육청, 2020).
코칭은 ‘상호 헌신하는 파트너십 환경하에서 고객의 자기인식과 행위 변화를 통해 목표 달성과 계속해
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코치와 고객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자 관계’라고 정의한다(조성
진⋅송계충, 2010; 조성진, 2015). 다시 말하면, 코칭은 코치가 고객(학생 또는 부하)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코칭 역시 국내에 도입된 이래, 코칭프로그램 개발, 코칭 연구방법론, 코칭 역량, 코칭리더십 및 코칭
효과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코칭은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칭을 통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 시간관리행동, 커뮤니케
이션 역량, 낙관성, 도전적 사고, 목표 설정 및 리더십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고은
현 외, 2015; 노윤신⋅정철영, 2015; 배수현⋅박경숙, 2015; 이경희⋅강경리, 2016; 조성진, 2013;
조지연⋅탁진국, 2016; 최원영⋅김혜경, 2014), 학습관 관련된 변인인 학업성취도(박순희 외, 2017;
서운선 외, 2018), 학업성과(조성진, 2013), 학습몰입(조성진, 2018) 및 자기주도적 학습(박순희 외,
2017; 서은선 외 2018; 이경희⋅강경리, 2016)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대학 교양 교육(신희선, 2012)과 전공 교육(최원영⋅김혜경, 2014)에 코칭을 도입한 사례를 분석한 연구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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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BL과 코칭의 공통점과 차이점
PBL과 코칭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과 학습자(고객)의 자기
주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해결할 문제를 누가 제시하는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PBL은 전문가인 교수자가 먼저 문제를 제시하지만, 코칭에서는 전문가인 코치가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이 해결할 문제를 제시한다.

구분

PBL

코칭

활동
내용

교수자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자에게 강의를
코치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해답을 고객에게 알려주지(제시)
통해 알려주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문제에 관한 해답을
않고, 고객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임.
찾아야 함.

출발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로부터 학습 시작됨.

고객이 제시한 문제로부터 코칭 시작됨.

협동학습(5~8명 그룹) + 개별학습

1:1(코치:고객), 개별학습

역할

교수자 : 학습 촉진자, 보조자
학습자 : 학습의 주체

코치 : 지원자/촉진자이자 파트너
고객 : 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파트너

지식
습득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 습득, 그룹 활동을 고객의 자기주도적 학습 필요, 고객의 학습 소홀 방지 위해
코치의 격려 및 수시 점검 필요하나 관여하지 않음.
통해 학습 소홀 방지, 학습능력 배가(협동학습)

활동형태

3. 연구방법 및 분석절차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소재 4년제 J 대학교 재학생 가운데 2019학년도 2학기에 <바른 인성> 교과목
을 수강하면서(553명)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녀 대학생 310명이다.

3.2 수업 설계 및 운영
교과수업은 15주로 설계되었고(교필, 1시간/1학점), 강의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였다. 그리
고 수업 시간 외에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PBL 수업 운영 전략을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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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실
문화
영역

학습
촉진
영역

평가
영역

구분

내용

시행

1. PBL 오리엔테이션

PBL 방식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함

○

2. 그룹(팀) 구성

원칙 있는 그룹(팀) 구성함

○

3. 관계 형성

팀원 간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도록 친교 활동 등을 격려하고 지원함

○

4. 학생 선택권

주제, 진행방식 등을 결정할 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팀별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함.

○

5. 개방적인 교실 환경

개방적인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실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시도함

○

6. 문제 연습

문제 해결을 위한 수행능력 개발을 위해 본 문제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문제로
연습할 기회를 제공함

×

7. 프로세스 워크 시트

프로세스 방법론 또는 워크 시트를 제공하고 훈련함

△

8. 코칭

학생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코칭함 (적극적 경청, 발견 질문, 적절한 피드백 등)

●

9. 디지털 도구 및 학습자원 원활한 학습을 위해 디지털 도구 등 다양한 학습자원을 제공, 활용하도록 권장함

○

10. 성과(결과물) 활용

성과물을 학생의 진로준비나 지역사회에서 활용하도록 공유함.

○

11. 자기 성찰

결과(물)에 대해 학생들이 자기 성찰할 기회를 지니도록 독려함

○

12. 수행 평가

다차원적인 수행 평가 방식을 활용함 (객관식/주관식 시험, 성찰일지, 팀별 보고서,
상호 평가 등)

○

13. 동료 평가

팀 활동 시 무임승차자 예방하기 위해 동료 평가를 진행함

○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로 수업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310명의
수강생이 작성한 258건의 성찰일지, 평가지(동료 평가, 팀 평가). 연구자의 관찰일지이다. 그리고 학생들
의 수업결과물과 소셜미디어에 남긴 내용과 질의응답 등을 추가로 참조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은 반복적
비교분석법과 동료 검토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수강생들이 PBL 경험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2,083개)로부터 총 28개의 의미가 구성되었고, 이것은
11개의 주제와 3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PBL 학습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PBL 수업방식에 대한 이해
수강생들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PBL은 낯설고 생소하며 어색하고, 주도적인
참여와 팀원 간 토론 및 발표 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걱정되고 어려운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활동이 진행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재미있고 편해졌다고 말했고, 자신들이
만들어내 결과물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수업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참여함으로써 수압만족도가
상승했고, 인성과 관련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교과목의 특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PBL을 처음 들어보아서 놀라웠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생소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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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서툴러서 힘든 점이 많았지만, 점차 편해지면서 ‘왜 중⋅고교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듣기만 하는 기존의 수업방식에 익숙한 저는 팀별 활동이 주가 되는 인성 수업이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졌다. 게다가 생전 처음으로 얼떨결에 팀장을 맡아서 두려움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팀원들
이 잘 따라주어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에
직면할 때, 더욱 효과적인 교육방식이 아닐까 생각했다.”

4.2. 새로운 학습경험
수강생들은 PBL을 통해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과정에서 협력(협동)의 중요성을 인식
했고, 사고의 확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했다.
“상대방 얘기의 모순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대를 민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며 문제가 더욱 커지게 한다. 서로 자신이 맡은 부분이 달라도 자기 문제처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 혼자 하는 활동이 더욱 빠르고 수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PBL 활동에서는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깨달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 의견에 공감해 주면서 팀워크가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4.3. 인성함양의 새로운 계기
수강생들은 PBL 활동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계기를 가졌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가치관 정립과 인성함양에 필요한 덕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고, 심리적인 안녕감을 느끼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했다
고 진술했다.
“인성이라는 것이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인성을 개조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가치들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인격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저 또한 그랬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것을 생각했는지 등을 되새기면서 나의 인성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는 예전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
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는 계기가 되었다.”

4.4. 교수자에 대한 감사와 기대
수강생들은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및 인정과 칭찬에 감사했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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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위한 열정과 공정하고 공평한 진행과 평가가 좋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 부족하여
팀별 활동과 발표 시간, 그리고 팀원 간에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개선되길
기대했다.

5. 결론 및 논의
PBL과 코칭을 활용한 인성 교과목(교양필수)을 운영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수강생들은 PBL 수업방식을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워 했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몰입하면서 PBL 수업방식을 잘 이해했고, 교과목의 특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수업만족도
도 향상되었다. 둘째, 수강생들은 PBL 수업방식을 통해 협동 학습의 매력을 경험했고, 독창적이고 비판적
인 사고의 확장, 의사소통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강생들은 PBL 수업방
식을 통해 교과목의 목표인 인성함양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고, 자신의 가치관
을 정립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인성의 주요 요소들을 실천하는 계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런
PBL 수업방식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학습 촉진자인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교수 설계자로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특정 대학의 한 과목 수업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 둘째,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PBL 학습효과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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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한라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양적 추론 능력,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인간, 세계, 자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심미적 공감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1)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윤리관 확립을 통한 인간의 정체성 및
공동체 가치에 대한 숙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직업 환경이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지명한 사실이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더 이상 정규 교육과정의 범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중심적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현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윤숙 외, 296)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정윤숙 외, 294)할 의무가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성상 학습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임유진 외, 292).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만을
수행하는 것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신혜성, 304)으로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정규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이 융복합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당위성
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발표자가 소속해 있는 한라대학교의 경우 해마다 시행하는 교육 수요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연계된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양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한라대학교 운곡교양교육원에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규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과 실제 학생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제고와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양 교육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우리 대학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중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재학생 대상 설문항목 중 ‘교육’ 차원의 만족도 결과 ‘교과 외 학생활동 지원’이 59.84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졸업생 대상 설문항목 중 ‘대학교육의 활용성’에서 교육이 직무(업무)수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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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항목에서 어학교육은 현재 직무수행에 도움되었다는 항목이 59.98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8학년도
교육분야에서 ‘교과 외 학생활동지원’

대학 교육의 활용성
<그림 1> 2018학년도 한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2018년도의 자료에서와 같이 학생들의 정규 교과 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졸업 후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학교육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학습역량강화 지원 중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항목 중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자신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서 <그림 2>에서와
같이 64.6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성공을 위한 정규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사례

●

279

2019년도

<그림 2> 2019년 한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위와 같은 설문 결과는 교과 외 활동을 다양화시킴에 있어 어학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도를 반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개발이 시급함을 잘 보여준다.
우리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 중 하나는 우수한 학생들을 튜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튜티에서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튜터로 발전시킴으로써 능동적이고 자기주도
적인 학생을 우리대학의 학생성공의 대표적인 모델로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대학에서의 교육의 범위를 정규 교육과정에만 한정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
교양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교양 교육과정과 연계된 인성 및 소양 함양,
학업지원 등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곡교양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교양 필수 및 선택 교과목과 가능한 매칭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교양 필수 교과와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교양 선택 교과와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그림 3> 정규 교과와 연계된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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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별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이 외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수동적
인 참여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타인과 나누는 활동도 장려하고 있다. 튜터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과 한라 Family Care 시스템 마일리지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학년별, 프로그램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현하고 있다.

<그림 4> 2020년 운곡교양교육원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로드맵

우리 대학은 학습역량강화, 인성함양 및 진로지도, 진로설계, 소통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지닌 프로그
램을 운영 중이다. 1학년을 중심으로 기초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양필수 교과인 사고와 표현, 대학영어, 영어회화, 대학수학 등의 학습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학년
부터 4학년에 이르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심화된 비교과 프로그램인 English Presentation
Contest, 학생참여 교양 교과목 개발 공모전 등을 통해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 독려와 정규
교육과정 개편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학생에게는 Family Care 시스템을 통한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이수증을 발급해주고 이를 업적평가에 반영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정규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이 외에도 우리 대학은 지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융합
기초프로젝트’라는 비교과 활동을 정규 교과에서 인정해주는 교양 선택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학년도 1학기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교과목도 신규 개발, 운영 중으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정규 교과목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신규 교과목 운영을 위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정규 교과목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학생들의 정규 수업
이 외의 활동 인정 범위,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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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20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정규 교과목 운영 매뉴얼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 교과의 경우, 교내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실천하고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융복합적인 역량을
함양하여 현 사회가 요구하는 멀티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과이다. 본 교과는 재학 기간 중 15시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본 교과를 수강신청하면, 학생이 제출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가확인서
혹은 이수증, 활동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P/N로 학점을 부여하게 된다. ‘융합기초 프로젝트’
교과는 교외 프로그램 참여를 정규 교과 활동으로 인정해주는 교과목이다. 두 교과목 모두 학생들에게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및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에 의한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은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으로 다면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핵심역량을 향상할 수 있으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향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대학에서 구현하고 있는 정규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계와 자기주도적인 학생
참여, 그리고 한라 Family Care 시스템을 이용한 경력관리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대학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교육시킴으로써 학생성공을 이끌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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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연극놀이로 몸, 마음 가꾸기’ 사례

손윤락(동국대)

1. 서론
대학 교양강좌 ‘연극놀이로 몸⋅마음 가꾸기’는 대화와 표현이 주가 되는 교육연극 방법론을 활용한,
대학생을 위한 시민-인성교육 교과목이다. 연극놀이는 원래 학생들의 학교 적응이나 특별활동 등을 위한
비교과 영역의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방법이었는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대학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인성교육 교과목을 개설할 때, 기존 인성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콘텐츠로 시민-인성
교육을 위한 강력한 메리트를 가지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과목개설 사업 지원을 받아 몇몇 대학교에
서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된 교양과목이다.
일반적으로 교양교육 영역에서 기관 방문 등의 체험 기반 활동이나 봉사와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왔다. 본 발표는 이 교과목이 비교과 참여 프로그램에서 어떤
계기와 목적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성립되었는지를 소개하고, 교양 영역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정규 교과목
으로 진입할 때 비교과적 영역의 활동들이 어떻게 이론화된 교육콘텐츠로 편입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전체적으로 그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본론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대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각 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들에게 ‘대학 인성교육 교과목 개발’
공모를 실시하였고, 본 발표자가 참여한 D대학과 H대학 공동연구팀이 중형 과제에 선정되어 교과목을
개발한 끝에 2015년 2학기부터 양 대학에서 ‘연극놀이로 몸마음 가꾸기’가 정규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되
기에 이르렀다. 사실 2015년 이후 다수 대학에서 인성교육 교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윤리사
상 등의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대부분이었다. 본 발표자는 대학 인성교육에 있어서 교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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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원래 모습인 전인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교육방법론과 콘텐츠에서 이론과 실천, 그리고
체험을 겸비한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던 연극놀이 활동의
방법론을 대학생을 위한 시민-인성교육으로 조정하여 이론과 활동을 겸한 콘텐츠로 규격화한 것이다.1)

2.1. 대학 인성교육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과목화
사실 2015년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학계와 학교, 학부모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
보다 인성을 항목화해서 가르치겠다는 기본 태도가 문제되었다. 과연 학교 수업에서 인성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까? 진학에 도움이 된다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도움이 안 된다면 교육효과가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다. 진학과 연계가 된다면 학생들은 인성의
‘성적’을 올리려고 학원을 찾을 것이다. 당시 학원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다. “우리는 인성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해줄 수는 있다.” 결국 대학 진학과 연계가 되든 안 되든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의 인성교육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당시까지는 각 대학이 설립이념에 맞춘 인재상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교과로 갖추고 있었으나, 그것을 ‘인성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정부의 인성교육 정책이 표방되자 이 시기에 많은 대학이 ‘인성교육’ 타이틀로 인재상 교육을
확대하게 되었다. 본 교과목은 학교의 방침이 아니라 교양기초교육원의 공모 취지에 동의하는 교육 및
연구자들이 뜻을 모은 경우인데, ‘연극놀이’를 방법론으로 하는 것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극놀이’는
초등교육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이고, 대학에서는 비교과 영역에서도 일시적 프로그램이나 행사용으로
도입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즈음 대학에서 문제해결형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교양교과목으로 개발하는 분위기가 생겼는데, ‘연극놀이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과거 부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변했고, 결국 교양기초교육원의 공모에 선정되면서 교과목 개설이 실현된 것이다.

2.2. 교양 ‘연극놀이로 몸마음 가꾸기’ 교과목
2.2.1. 교과목 개요
본 교과목은 각자의 인격 함양을 목표로 하되, 이론으로 가르치고 ‘머리로 배우는’ 기존 인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목표로 한다. 방법론
상 (1) 서술적 접근 방법으로서 말하기와 글쓰기를 병행하면서 (2) 교육연극의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이
직접 다양한 ‘연극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나-타자-세계’라는 삶의 총체적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
고,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맺으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하기 등을 몸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
게 인성 함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세상은 온통 무대요 인생은 연극이다. 삶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과정이다. 함께 모여 대화하고 표현하는 ‘연극놀이’로 의미 있는 이야기쓰기를 연습해
보자.

1)

2015년 당시 본 연구자가 참여한 교과목개발사업의 결과물 콘텐츠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

285

2.2.2. 교육 방법론
1) 이론 수업: 수업의 앞부분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신화, 문학, 철학 텍스트와, 오늘의 사회현상을
서술한 자료들을 가지고 개념 열기, 짧은 영상보기, 텍스트 이해 등의 과정을 거친다.
2) 연극 활동: 교육연극(education theatre) 방법론을 적용한다. 연극놀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타자와 관계 맺기를 체험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상황들과 그 상황에서 선택
의 문제들을 만나고 그 해결 과정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가치관과 인성의 덕목을 체득하게 한다.
이론수업 후 전체 혹은 조별로 수행하는 활동은 4단계로 (1) 간단한 활동 (2) 관계 맺기 역할놀이
(3) 도덕적 딜레마 (4) 조별 역할극 준비 및 학기말 조별 공연 등이다.
3) 회고 활동: 인성 교육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회고의 세 단계는 (1) 대화 회고: ‘놀이’로서
연극놀이 자체에 대한 회고. 연극놀이 활동 후 수업을 마치기 전 조별로 의사소통 형식으로 ‘놀이’
그 자체에 대해 대화 나누도록 한다. (2) 토론 회고: 연극놀이를 한 상황에 대한 구두 회고. 연극놀이
의 문제 상황을 분명히 하여 학생의 개인적 도덕 경험과 비교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
(3) 글쓰기 회고: 수업 후 연극놀이 관련 일기 작성. 연극놀이 한 상황과 유사한 자신의 도덕적
경험을 연상시킬 수 있는 형태의 인성일기를 기록하게 한다.

2.2.3. 교육 내용
1) 단계별 구성: 기본 구조는 ‘나-너-세계’라는 삶의 총체적 관계이다.
1단계 (4주) ‘삶의 무대 (나[몸⋅마음] 일깨우기)’ = 인생은 무대, 인물 탐구, 비극적 주인공
2단계 (3주) ‘관계 맺기 (덕 교육)’ = 나와 나 자신, 나와 타자, 나와 사회
3단계 (3주) ‘상황과 선택 (도덕적 딜레마)’ = 자유 vs 평등, 자연 vs 법, 권력 vs 정의
4단계 (3주) ‘국가와 사회 (민주적 시민성)’ = 권리와 의무, 경쟁사회와 행복, 공동체와 참여
2) 수업 모델
구분

소요시간

교수내용 / 활동내용

1. 도입

5분

*오늘의 주제와 활동 안내

2. 텍스트제시

15분

*주제를 잘 드러내 주는 이론적 텍스트 제시

3. 텍스트이해

15분

*텍스트 분석 및 이해를 위한 설명, 생각해볼 문제 제시

4. 연극놀이

50분

*주제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몸에 익히도록 하는 연극놀이 활동 후, 오늘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수업 종료

5. 회고활동

15분

*1) 대화회고: 조별놀이 회고 2) 토론회고: 문제 상황 관련해서 생각해볼 문제에 대한 토론

3) 연극놀이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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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연극놀이 학습단계

1주

연극놀이 이해

2~4주

지각활동의 단계

*감각열기, 마음열기, 즉흥 릴레이게임

5~7주

탐구활동의 단계

*정지동작 만들기, 즉흥극 만들기

9~11주

현실화하기의 단계

*과정연극 or 포럼연극 놀이 수행

12~14주

반성적 회고활동 단계

*포럼연극 or 과정연극 놀이 수행

15주

완성된 연극놀이 공연

*조별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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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간단한 활동

4) 성적 평가(평가 요소)
출석

중간고사대체 퀴즈 2회

과제(인성일기2회)

기말고사

활동, 토론 참여

15 %

20 %

15 %

15 %

35 %

2.2.4. 교육 효과
1) 학습과정과 교육목표의 관계
-1단계: 인간과 자신의 이해를 주제로 한 이론 수업을 하며, 연극놀이로 (1) 쉽고 즉흥적인 연극적
요소들을 수행한다. => 이 과정의 목표: 나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2, 3단계: 타자의 이해와 도덕적 딜레마 이론 수업을 하며, 연극놀이로 (2) 타인과 관계 맺기, (3)
도덕적 딜레마 연극활동 등을 수행한다. => 이 과정의 목표: 내가 타자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일정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4단계: 자신을 주권자 시민으로서 인식하는 이론 수업을 하며, 연극놀이로 (4) 사회 안에서 시민으로
서의 역할을 연극으로 표현해본다. => 이 과정의 목표: 자신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 시민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2) 교육효과
본 교과목은 ‘좋은 사람, 훌륭한 시민’을 목표로 각자 자신의 개인적⋅사회적 인격을 형성하고 도야하
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인성 교육의 이론적 내용을 연극놀이 방법론 적용한 수업으로 풀어냄으로써,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지식으로 머리에 남는 것 아니라 경험으로 몸에 남아, 각자의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현장에서의 교육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체계적 조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3. 결론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양교과목으로서 인성교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발표를 마무리하겠다. 이제
많은 학교와 기관 교육자와 연구자들이 대학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초중등교육 과정에서의 인성교육 효과가 사실상 요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대학에서의 인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최근 3~5년 간 우리나라 대학에서 인성
관련 교양 교과목 개설 확대 추세에서도 확인된다. 학교를 넘어 교육부나 대교협 등 정부와 공적 기관뿐
아니라 사기업이 대학의 인성교육 교과목 개설을 직접 지원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2) 또한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 혹은 정규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콘텐츠와 방법론이다. 기존의 대학 교양 체험기반 수업은 비교과로 개설되어 왔으며, 명사

2)

SK그룹이 서강대를, 동원그룹이 한국외국어대의 인성교과목 개설을 지원한 사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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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특강 듣기나 외부 기관 견학 등의 활동, 혹은 소규모 팀별 프로젝트형 활동으로 일정한 정도의
교양 학점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대학의 체험기반 혹은 참여형 인성교육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현시점의 과제로, 우수
콘텐츠 개발, 교육 방법론 정교화, 교육 효과 측정 등의 문제가 더 많이 논의되고 연구되어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격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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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현(2014). “독일학교 교육정치와 연극과목 Darstellungsspiel(표현놀이)”, 연극교육연구 25, 한국연극교육학회,
249-272.
전종윤 (2019). “내러티브 접근법과 연극놀이를 통한 대학교 교양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 아이클래스(플립러닝)
수업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1(1), 한국문화융합학회, 25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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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 교양 ‘연극놀이로 몸마음
가꾸기’ 사례”를 읽고

전종윤(전주대)

‘연극놀이로 몸⋅마음 가꾸기’ 교과목은 기존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교양교과목입니다. 인성교육을
머리로만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참여를 자율적으로 이끎과 동시에 학생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인
격적 차원에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수업을
통해 학생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토론자인 저 역시 이 교과목을
교육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린이에게 연극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
연극놀이를 하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호기심에 수강 신청을 했지만, 첫 수업에 들어 온
학생들의 분위기를 묘사하면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민망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할
수 있을까?’ ‘놀이가 대학 수업이야?’ ‘게다가 연극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이라니…’ 등과 같은 물음들이
강의실 안에 충만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수업에 참여할수록 학생들은 동료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됨
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연극놀이 몰입하게 되어 뿌듯함으로 학기 말에는 최종공연까지 완성합니다.
더불어 인성일기라는 매개를 통해 내면의 자아와 만나고, 내면의 목소리를 글로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앞서 열거한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운영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단점들) 위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연극놀이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교육적 당근이 될 수 있지만, 학습과정에 담고 있는 이론적
지식(때로는 철학적인 내용까지)을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론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요?
둘째, ‘좋은 사람, 훌륭한 시민’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소위 이상과
실제의 간극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요?
셋째, 이 교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동료 교수가 있다면, 어떤 조언과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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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교과에 기반을 둔
포용적 튜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윤혜경⋅김용하(동의대)

1. 서론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시대의 미래 지향형 교양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서 역량기반의 교양교육튜터링을 통해 새로운 교과연계형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교양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면대면 과정을 거치는 튜터링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간의 상호 주체성(intersubjectivity)을 인식할 수 있는
‘만남’의 시공간인 튜터링의 휴먼적 요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에서 주로 운영하는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비교과프로그램으로는 튜터링(tutoring)
을 들 수 있다. 튜터링 협동학습은 구성주의 교육 트랜드와 부합하여 인지도가 상승하는 최적화된 학습방
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튜터링은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협동학습 활동으로서
튜터와 튜티로 구성된다. 특히 동료 튜터링(peer tutoring)(김연경, 송해덕, 2015)은 유사한 발달단계와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공동의 학습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다. 튜터링(홍송이 외, 2016)이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며 특히 학습컨설팅 지원 튜터링이
학습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와 과정에서의 효과보다는 결과지향적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동료 튜터링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튜터링의 효과는 튜터와 학습자의 학습역량과 핵심역량에 영향
을 미치며(안현아 외 2인, 2018), 튜터링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이 직전 학기보다 상승하였고, 학습에
대한 동기와 만족도가 향상(유경아, 2016)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튜터링을 경험한 학사경고자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이미경, 김희수, 2018), 리더십과 의소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이은준, 김태형, 2011; 한안나, 2011)가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동료 튜터링은 대학의 다양한 입학전형으로 파생되는 기초학력부진과 학업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생활에서 기초학
력의 부진과 학업수준이 차이는 학업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고 학생생활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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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동료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학습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튜터링을 통해
튜터와 튜티들은 학습능력 향상을 비롯한 튜터링 이후의 자율적인 학습전략 수립과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튜터링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튜터링은 튜터와 튜티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학습프로그램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튜터와 튜티의 개별적인 학습 관련 특성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양교과에 기반을 둔 포용적 튜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사회정서기반 역량에 따른 핵심역량함양과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 동료
튜터링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본론
2.1. 포스트휴먼 시대의 포용적 교양교육튜터링 프로그램
포스트휴먼 시대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인간과 기계의 관계
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런데 포스트휴먼 시대에서는 역설적으로 인간과 인간
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의 비대면
수업 방식은 오프라인의 대면 수업 방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휴먼의
대면 수업 방식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교양교육의 아날로그한 측면이 지닌 의미를 재해석해야 한다.
휴먼의 대면 방식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소통뿐만 아니라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의 공간을 확보한다.
이러한 토대에서 오프라인 대면 수업 방식의 재인식을 중심으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른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ies)에 부합하는 교양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지향점을 면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포용사회에서는 전 세대에 걸쳐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
에서 일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율적으로 교육과 투자에 힘써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포용사회의 이념을 교양교육과 접목하자면, 교수자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영역
을 새롭게 인식하여 학습자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성찰할 수 있는 교양교육튜터링 프로그램을 도모할
수 있다. 예컨대, 교양교육튜터링 프로그램은 전공중심의 튜터링에서 탈피하여 사회정서역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D대학의 자율교양 <포스트휴먼의이해>, <융복합적사고와실천> 교과목과
연계하여 총 16차시로 구성한다. D대학의 포스트휴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양교과목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포용적 가치를 표방한다.

2.2. 교양교육튜터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양교육튜터링의 체계와 내용, 방법과 운영의 측면을 중심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D대학의 교양교육튜터링은 교양교육R&D전담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주관하며, 사회정서기반역량강화를
지향하고, 튜터와 튜티의 구성은 자동팀편성 툴을 활용하여 튜터링 팀을 구성한 후 운영한다. 튜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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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구성은 기존의 성적이나 학습유형결과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경우와 달리 전체 수강생을 무작위 배정하
여 구성한다. 이는 튜터링 팀원들에게 학점이수조건 등 외면적인 성취를 위한 학습동기부여를 지양하고,
튜터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내면적 성취에 대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서 팀 편성 조건을 본 연구과정에
서 새롭게 설정한다.
교양교육튜터링은 학기제로서 총16차시를 운영하며, 주요 활동은 튜터링 사전 활동, 튜터링 본 활동,
튜터링 사후 활동의 3단계로 나누어 설계한다.
튜터링을 위한 활동 주체를 연구소와 학습자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의 경우, 튜터링
사전 활동을 위해 연구소는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교안준비와 튜터 선정 주제와 튜터링 주제 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며, 학습자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숙지한 후 튜터-튜티 서약서를 비롯한 팀
내 규칙 작성, 개인정보수집동의서와 사전설문지를 작성한다. 2단계의 경우, 튜터링 본 활동을 위해
연구소는 튜터와 튜티의 역할을 점검하며, 학습자(튜터와 튜티)는 주제 토론을 수행한 후 튜터링 활동일지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튜터링 본 활동을 위해 연구소는 차시별로 학습자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학습자는 주제 토론을 진행한 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팀 별로 총3회의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튜터링 본 활동을 위한 튜터링 랩 사용 시간표는 팀별로 자율적으로 작성하며, 연구소
담당 연구원과 공유한다. 또한 팀별 튜터링 시간표 작성을 위해 교양교육튜터링 랩 사용 신청을 위한
예약시스템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자율기반의 튜터링 활동을 지원한다. 3단계의 경우, 튜터링
사후 활동을 위해 연구소는 차시별 튜터링 활동일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고, 학습자는 차시
별 팀 활동을 위해 교양교육튜터링 전용 강의실 사용 시간표를 예약하거나 온라인학습시스템을 활용한
팀 토론 시간을 논의하는 등 튜터링 활동을 위한 자율적인 활동을 한다.
교양교육튜터링을 위한 토론 주제는 원격강좌로 운영하는 <포스트휴먼의이해>와 <융복합적사고와실
천>의 수업내용에서 도출하며 주별 수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스트휴먼의이해>는 ‘포스트휴먼과 21세
기 교양’, ‘포스트휴먼과 존엄사회’, ‘포스트휴먼과 주요 쟁점’, ‘포스트휴먼과 테크놀로지’, ‘인공지능과
소통의 재발견’, ‘로보틱스와 노동의 재발견’, ‘휴머노이드와 정체성의 재발견’, ‘사이보그와 감성의 재발
견’, ‘나노기술과 늙음의 재발견’, ‘바이오기술과 생명의 재발견’, ‘정보기술과 지혜의 재발견’, ‘인지과학과
마음의 재발견’, ‘포스트휴먼과 신인류의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융복합적사고와실천>은 ‘융복합적
사고와 실천의 개념’, ‘디지털 스토리텔링과의 로그인’,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소설’,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신화’, ‘융복합매체로서 영화1, 2’, ‘콘텐츠와 문화’, ‘스토리텔링과 재미’, ‘융복합적 플랫폼의 세상’, ‘데이터
가 만드는 세상 1, 2’,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상 1, 2’로 구성되어 있다. 튜터링 학습자들은 각 교과목의
수업내용을 확인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토론 주제를 도출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총3회의 튜터링
본 활동과정의 미흡한 점에 대한 수정과 보완의 기회를 제공한다.
튜터링 주제 토론을 위해 튜터는 학습내용 전문가, 학습과정 촉진자, 학습방향 안내자, 학습운영 관리
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튜터의 역할에 대한 활동 지침서를 공유한다. 또한 튜터는 튜터링 과정에
토론기술, 질문기술, 경청기술, 칭찬기술, 갈등해결 기술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튜터를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며, 특히 튜터링 주제 진행을 위한 단계별 질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튜터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튜터 튜티 선정시는 공통 질문을 활용하며, 질문에 대한 토의와 토론을 통해 튜터를
선정하고, 팀별로 튜터를 선정한 후 튜터 선정 이유를 작성한다. 그 외 주제의 범위 조정과 파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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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획과 목표 설정을 위한 질문, 주제탐색이나 분석을 촉진하기 위한 질문, 학습 유도 질문,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위한 질문, 마무리 이후 성찰을 위한 질문 등의 예시를 공유하여 튜터링의 효과를 향상시킨
다. 본 연구를 위해 튜터링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회정서기반역량과 핵심역량의 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각 변인에 따른 고찰을 통해 교양교육튜터링 운영을 다변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교양교육튜터링은 학사일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습내용으로 구성하며, 튜터링 프로그램은
실제 학습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계획수립으로부터 튜터와 튜티의 학습활동 매뉴얼 활용에 이르기
까지 총괄적 튜터링 운영 계획서를 개발하여 학습자들과 공유한다. 교양교육튜터링은 교수자 중심의
교양교육을 자율기반의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교육적 관점을 실제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표 1]에 D대학교의 교양교육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개요를 나타낸다.
[표 1] D대학교 교양교육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개요
구분

주요 내용

◦프로그램명

⋅2020-1학기 교양교육튜터링

◦연계 교과목

⋅자율교양 원격강좌 <포스트휴먼의 이해(2학점)>, <융복합적사고와실천(2학점)>

◦플랫폼

⋅[OFF LINE] 교양교육튜터링 전용 강의실 (교양교육튜터링 랩)
⋅[ON LINE] 연구소 홈페이지 >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대상

⋅총 180명 <포스트휴먼의 이해> 수강생 90명, <융복합적사고와실천> 수강생 90명

◦운영기간

⋅학기제 : 한 학기 총 16시간 (ON-OFF LINE 시간표 자율 편성 후 활용)

◦팀 편성

⋅D대학의 학습지원플랫폼 > 자동 팀편성 툴 사용 > 1팀 5명 기준, 총 36팀 편성

◦학습자 혜택

⋅비교과마일리지 장학금 적립, 최종발표회 우수 장학금, 온⋅오프라인 튜터링 랩 사용 등

◦학습지원

⋅연구소 전임연구원 2인, 연구원 3인, 강좌담당교수 5인, 교내 3개 관련 부서

◦차시별 내용

⋅1~2차시 : 튜터링 팀별 워크숍, 튜터 튜티 선정을 위한 팀원 탐색(OT, 팀원 탐색)
⋅3~4차시 : 교양강좌 연계 튜터링 주제탐색 (튜터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5~7차시 : 팀별 주제 토론, 7차시 중간발표 및 전문지도(튜터링 영상 모니터링 등)
⋅8~11차시 : 팀별 주제 토론, 11차시 중간발표 및 전문지도(튜터링 영상 모니터링 등)
⋅12~14차시 : 팀별 주제 토론(튜터링 영상 모니터링 등)
⋅15~16차시 : 팀별 주제 토론, 16차시 최종 발표회 (시상)(최종 발표회 우수 튜터링 팀 선정)

2.3. 교양교육튜터링의 교양교육 성과 공유를 통한 교육의 효과성 제고
본 연구에서 시행하는 교양교육튜터링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한다. D대학의 학습
지원플랫폼 툴을 사용한 무작위 팀배정을 제외하고 튜터링 운영을 위한 전체 과정은 학생들이 낸 아이디
어를 구조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교양교육튜터링의 분석 결과는 e아카이브
를 활용하여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을 위한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한다. 교양교육튜터링
최종 발표회를 통해 교양교육의 주체가 학습자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교양교육튜터링에 대한 학습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포용적 튜터링 프로그램의 실학적 교양교과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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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코로나 19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코로나 19는
전염과 감염의 문제를 넘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코로나 19라는 상징은 인간이
절멸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의 실존적 리스크를 유발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존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립적 조건까지 아우르면서도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성찰해야
한다. 코로나 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전에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인간이 서로 만나 소통하는 일상적 풍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을 자처하면서 각자 타인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사회적 소외 계층의 디지털 교육 격차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
다. 이러한 점을 수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주체로서의 인간에서 객체에 머물고 있을 존재들
을 포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의 조건을 새롭게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인간의 고유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포용적 튜터링 프로그램은 인간이 단독자로서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에만 머물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지식의 한계를 상호간에 검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처럼, 포스트휴먼 시대에서도 인간만의 대화 조건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실존적 자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휴탈리티 Hutality는 휴머니티 humanity와 탤런트 talent의 합성어이다(박정렬, 2020).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인간과 무관한 단어들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
명 신조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서 후위로 배치시킨다. 어쩌면 인간은 보이지 않고 사물
만 스마트하게만 보일 수 있다. 사물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역량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
다. 기술 역량은 인지성과 기능성이고, 해석 역량은 감수성과 감지성이다. 해석 역량은 가치, 욕구, 기질과
관련이 있다. 어쩌면 그간 우리는 기술 역량만을 중시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역량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
서 인간의 재능을 탐구할 수 있다. 사실의 데이터만으로는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들의 맥락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인간은 현실의 복잡한 맥락을 자기만의 렌즈로 들여다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맥락과 안목이라는 재능을 지닌 채 신인간으
로 거듭날 수 있다. 즉 포스트휴먼시대에 휴탈리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튜터링을 활용해 교양으
로서의 튜터링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요컨대, 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교과에 기반을 둔 포용적 튜터링 프로그램은 튜터와 튜티의 만남을
거쳐 맥락적 이해 지평을 확인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교양교과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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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 시대의 교양교과에 기반을 둔 포용적 튜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읽고

전종윤(전주대)

동의대학교의 포용적 교양교육튜터닝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처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한 학기 수업 전체를 대체하고 있는 처지에는 한결
더 교수-학생 간과 학생-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 즉 상호주체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양교과는 적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제가 담당하는
교양과목(‘논리적⋅비판적 사고’)도 60명이나 수강 중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와 같은
인원과 대면수업을 실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교육적 효과가 반감되
는 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의 토론 활동 등을 비롯한 상호교류가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동의대 윤혜경 교수님과 김용하 교수님이 실시 중인 포용적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90명의 수강생을 18팀(‘포스트휴먼의 이해’와 ‘융복합적 사고와 실천’
각 교과목 당 90명)으로 세분하여 학생 자율적 튜터링 학습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튜터링 사전 활동, 튜터링 본 활동, 튜터링 사후 활동의 3단계 과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
을 오랫동안 실시해본 경험자로서 이 같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 대학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
자 합니다.
첫째, 포용적 교양교육튜터닝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투터링 주제 토론을 위한 튜터 교육은 매우 중요
합니다. 실제로 “튜터링 주제 토론을 위해 튜터는 학습내용 전문가, 학습과정 촉진자, 학습방향 안내자,
학습운영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튜터의 역할에 대한 활동 지침서를 공유한다” 그리고 “튜터는
튜터링 과정에 토론기술, 질문기술, 경청기술, 칭찬기술, 갈등해결 기술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튜터를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며, 특히 튜터링 주제 진행을 위한 단계별 질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튜터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고 교수님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전 교육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질문 만들기’와 그것을 수정하고 재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제기 연습’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 과정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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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튜터링 조 구성의 어려움은 교수자나 학생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귀 대학에서 튜터링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무작위 배정”을 채택하신 까닭이 궁금합니다. 다른 방안보다 왜 이 방안이 좋다고 판정하
셨는지요?
셋째, 포용사회(Inclusive Societies)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이론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왜 포용사회이고, 왜 포용적 교양교육튜터링 프로그램인지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성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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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연계의 토론과 쓰기 수업 운용 방안

정주리(동서울대)

1. 서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간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교육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길러주
고, 현장문제나 과제해결을 위한 수업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을 키우며, 협동적 그룹 활동을 통해
소통기반 협력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답을 주입하는 수업, 듣기만 하도록
하는 수업, 학습의 과정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결과만을 평가하는 수동적인(passive learning) 수업방
식을 벗어나서 능동 학습(active learning)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앉아만 있는 수업이 아니라
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토의나 글쓰기와 같은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식을 넣는 수업에서는
지식을 꺼내는 수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토의와 쓰기를 활용하는 수업은 주로 교양교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문대학은 수업 연한이 짧고 또 직업교육의 목표가 강조되다 보니 전공
수업에서는 주로 기술이나 전공 지식을 대상으로 강의식 수업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토의나 쓰기활동은
거의 교양수업에서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게 현실이다.
더욱이 2018년부터는 전문대학의 졸업학점이 축소되면서 교양학점은 상대적으로 더욱 축소되었다.
이로써 전공에서 교양으로 미루어왔던 토의나 쓰기 활동의 학습기회가 더욱 줄어들었다. 전문대학의
현실 안에서 당장은 교양교과를 늘릴 수 없다면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방법은 교양수업에
만 국한시키지 말고 전공수업에서 연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실정의 변화가 녹록치
않다고 해서 교육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의나 쓰기 활동이 중심이
된 전공연계 수업 모델을 만들고 이를 학과의 전공 특성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문대학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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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학생들의 지식 내면화와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방법으로 글쓰기 과정은 우선적으로 거론된
다.1)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미를 확장, 심화시키고 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내는 것이다. 나아기 글쓰기를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언어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정희모 2005:237).
여기서는 이러한 지식의 내면화와 생산과정에 필요한 글쓰기가 전공 교과와 연계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1. WAC(Writing Across Curriculum)의 운영 조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WAC(Writing Across Curriculum)는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이 글쓰기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자신의 전공 학습에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전공연계 글쓰기2)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글쓰기를 담당하는 교수와
전공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의 협업을 통해 전공지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과정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
나 대학 현실상 WAC의 운용이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원만희(2010:211-213)는 ‘전공 연계
글쓰기’ 실천과정을 1) WAC(Writing Across of Curriculum) 위원회를 구성하고, 2) 프로그램을 완성
승인한 후, 3) WI(Writing Intensive) 과목을 전공 교수와 글쓰기 교원이 설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국내 대학에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먼저 WAC위원회 구성부터가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공 연계 글쓰기가 학교별 학제 편성과 세부 전공 구성을 고려하고, 전공 교수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실제 교과 과정 속에 전공 연계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는 예는 찾기 어렵다(이수곤, 이선윤 2019 p.8).
현재처럼 글쓰기 담당 교수가 일정 시기에 특정 전공 교과의 성과물을 작성하는 시점에 투입되어
글쓰기를 지도하는 것은 대부분 맞춤법과 문장구조, 퇴고의 중요성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학습은
문장표현을 더 낫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글쓰기를 통한 지식의 내면화와 지식 생산의 본질적인 과정에
이르기는 한계가 있다. 글쓰기가 학습 전체 과정에 펼쳐지지 못하고, 졸업논문과 같은 학습성과물에만
관여함으로써 글쓰기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정 작업에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전공연계 글쓰기의 현실적인 걸림돌이라면, 해당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방안
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의 방안은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전공연계글쓰기가
학습의 전체 과정에서 수행되는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맞춤법이나 문장구조의 교정을
넘어 전공지식을 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학과에 전공연계

1)

신선경(2012:146-150)에서는 말하기와 글쓰기 과정 자체가 정보를 자기화하여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지식 생산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학 글쓰기 교육은 학생들이 지식의 소비뿐 아니라 지식의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조정해
야 한다는 강조하였다.

2)

‘전공 연계 글쓰기’는 전공이 주고 글쓰기가 종이라면, 계열별 글쓰기는 글쓰기가 주이고 계열별 특성이 종이다. 현 글쓰기 교육이
가진 한계 혹은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 있어서 ‘계열별 글쓰기’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수곤, 이선윤 2019.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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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를 담당하는 교수가 구성되어야 하고 교과목 중에는 전공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편재되어야 한다.

2.2. 실제 전공학습과 글쓰기를 연계한 수업 운영 사례
D대학교 ○○○학과는 2년 과정과 학사학위의 4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럭셔리
시계 브랜드 회사로 진출하는데, 시계수리를 담당하는 워치메이커와, 부띠끄의 어드바이저, 그리고 국내
산업체의 MD로 진출한다. 전공의 특성상 고가의 시계 제품을 수리하고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를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시계의 구조와 원리, 제품의 재료와 디자인, 그리고 해당 브랜드의 기술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야만 한다. 이러한 역량은 실습실에서 시계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도구를 연마하
는 기술역량만 가지고는 결코 발휘될 수 없는 역량이다. 이에 학과에서는 2016년부터 기술 중심의 교육에
서 생각하는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지식 내면화를 위한 교과목 운용의 사례를 제시한다.

① 전공세미나 교과목의 운영
<전문세미나> 교과는 전공 핵심교과3)에서 다룬 지식을 잘 체득하도록 토의와 글쓰기 과정을 거쳐
정리하는 과목이다. 한 팀당 3명~4명으로 배정하여 각자 자신이 핵심 교과목에서 정리한 학습활동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과목에서 배운 학습 항목을 토의한다. 그 주의 학습목표에 맞춰 알게 된 지식의
항목 수, 그리고 지식 내용을 설명하면서 상호 지식 점검을 하게 된다. 학생들의 정리 내용이 다르고
인지 수준도 차이가 난다. 부족한 학생은 자신의 학습 내용을 더 첨가하고, 상대 학생은 자신이 적은
학습내용에 대해 동료들에게 설명한다. 그 과정에 질문이나 설명을 통한 지식 전달이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마다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지에 추가된 사항을 메모한다.
<전문세미나>를 맡은 교수는 학과의 전공 특성과 학생들의 직무역량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야 한다. 또한 동반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 교과목의 목표와 학습 항목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
다 <전문세미나>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진행하고 학습정리
결과물인 글쓰기를 피드백 한다. 전공 지식의 설명의 체계성과, 용어의 정확성, 그리고 읽기 쉬운 문장구
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교정해준다. 전형적인 글쓰기의 피드백 과정이지만 기존의 교양글쓰기나 계열
별 글쓰기와 다른 점은 학습의 주제와 피드백 내용면에서 구별된다. <전문세미나>에서는 전공지식 체득이
주이고 글쓰기는 보조수단이다. 그러나 보조수단이 상위의 지식체득을 돕기 때문에 주-종의 이분법은
필요하지 않다.
다음은 <전공세미나> 시간의 학습활동 내용에 대해 담당교수가 피드백 하고 있는 사례이다. 학생들은
팀 활동에서 학습내용을 서로 토의한 후, 해당 주차에 다룬 지식 중 한 개를 정하여 설명문을 작성한다.
교수는 학생들이 글을 쓰기 전에 설명의 구조와 전개 방법, 설명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이론 수업을

3)

○○○학과의 전공 핵심교과는 프로젝트디자인 관련 교과목 3개를 말한다, 이 과목들은 프로젝트 수업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학생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현재 자신의 역량 간의 스킬 갭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문제해결과정을 진행하는 교과이다.
그 중에서 직무역량의 지식을 배우는 과목과 기술과 도구사용법을 배우는 과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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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 한 학기에 5~6회 정도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
<표 1 : <전문세미나> 학습활동의 글쓰기 피드백 사례>

② 학습활동지 작성
<전문세미나>교과목이 학생들이 팀별로 지식을 정리하고 점검하여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라면 각 교과
목에서 학습을 정리하도록 만든 과정이 학습활동지 작성 활동이다.
대학의 대부분의 강의는 주로 PowerPoint로 제작된 콘텐츠와 교재에 의존해서 진행된다. 그런데
PPT매체 활용 수업이 지속될수록 학생들은 수동적 태도가 되고 학습집중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것을
관찰했다. 학생이 학습동기가 높은 경우에는 학습방법이 무엇이냐가 학습 성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학습동기가 낮고, 학습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학습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활동지를 통한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시의 의견을 메모하면
서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더욱이 전문대학에서 글쓰기 교과가 거의 없어서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한 전공 지식을 내면화하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교과의 학습활동지 활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학과의 학습활동지는 코넬강의 노트법4)에서 착안했지만 학과의 환경에 더 맞도록 항목과 서식
을 발전시켰다. 학습활동지 상단에는 해당 주차의 학습주제가 작성되어 있고, 아래 칸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하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과 기술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
하고, 그 과정에서 배태된 학습태도도 작성하게 된다. 활동지의 하단에는 가장 많이 성취한 것을 적고,
어렵거나 힘든 점, 의문점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법은 ○○○ 학과의 전체 교과목에서 공통으
로 실시되고 있다. 교과 교수는 강의 전에 해당 주차의 학습활동지를 나누어주고 강의가 끝나면 학습활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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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코넬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Walter Pauk박사가 고안한 노트법. 기존의 단순한 직선형노트법을 탈피하여 제목, 내용(직선
식 노트법 포함), 핵심어, 요약으로 구성하여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며 핵심어나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화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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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걷는다, 학습활동지를 검토하여 학생들의 이해도와 질문 사항을 확인한 뒤 다음 수업에서 복습을
겸한 피드백을해줌으로써 학습 지속효과를 올릴 수 있다.
<표 2 : 학습활동지 작성의 사례>
학습활동지 작성 이전 (교수 제공)

학습활동 작성 이후(학생 제출)

3. 결론
전공연계의 전문세미나 교과목과 학습활동지 작성을 계속하면서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보다 정밀하게
구조화하는 방법을 습득했다. 전문 지식을 설명하는 설명문 쓰기를 통해 상위 정보와 하위 정보, 기초
정보와 확장 정보를 구별하고 이를 정보 구조의 틀에 맞추어 논리화해나가는 방법도 습득하였다. 무엇보
다도 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 하는 사고력이 길러졌다.
새로운 학습 방법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교육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새로운
학습방법의 초기에는 교수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제도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한 학과의 방법에서 다른 학과로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먼저 대학 구성원이 전공 연계의 토의와 쓰기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글쓰기 과목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전공학습 성과를 높이고 능동적인 학습참여를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안하고 이에 맞는 사례 발표회도 개최한다.
그 다음에는 유사성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쓰기와 토의 과정이 연결 된 융합교육의 매뉴얼을 만들고
시범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과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시범 운영을 한 뒤 다시 사례발표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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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성공사례만이 아니라 실패나 성과가 낮은 사례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 환류를 거쳐 개선점을 찾고 보완하여 다음 시기에 운영할 학과는
좀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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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라미진(경기대)

1. 서론
최근 들어 대학교육은 역량 강화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역량 중심의 교육은 직업사회에서 먼저 시작
되었으나, 현재는 대학의 교육목표 설정과 평가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되
는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군을 묶어 핵심역량으로 분류된다. 핵심역량은
다양한 역량 가운데 대학의 인재상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로
뽑힌다. 이러한 추세에 글로벌역량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핵심역량으로 설정하여 이와 관련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특히 교양 교육을 독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양관련 단과대학이나 교양교육원 등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과정이 고등
교육에 도입됨에 따라 인재상 및 핵심역량의 재정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변혁의 시도가 있어왔는데(신
미숙 외, 2019), 이는 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교육 현실은 글로벌역량을 외국어 능력과 등가의 가치로 이해하는, 다소 제한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무리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글로벌한 인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한 인식과 매너 및 정치⋅경제의 수용성과
유연한 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신미숙 외,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역량에
대한 중요성의 확대 및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교육 과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교육은 교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
가 있다는 논의들이 이어졌고, 현재는 교과 교육과정 못지않게 비교과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Lunnenburg(2010)은 교육의 자율성과 학생 중심 교육의 관점에서, 비교과 교육이 학생 중심적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 이해의 관점에서, LaFrance와
Shakrah (2006)은 비교과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의 주된 요인인 인류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감성적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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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역량에 대한 개념을, 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시스템에서 연구된
정의를 활용하였다. 글로벌역량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된 후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역량을
정의하고 평가하는데, 글로벌역량을 외국어 능력과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으로 정의한다(손유미,
2016). 글로벌역량의 세부 하위 영역은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나뉜다. 유연성 및 적극성,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 요인이 역량의 정도를 좌우하는 하위 영역이다.
유연성 및 적극성은 인종이나 종교 등 다른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나
생활환경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성향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인 글로벌 매너에 대한 지식
및 이해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정치,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열린 이해는 세계화 및 글로벌 정치⋅경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포함한다.
이상의 하위 능력은 ‘문화 유연성’, ‘타문화 이해’, ‘글로벌화 이해’로 축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역량의 하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문화 토크’, ‘글로벌 여행’, ‘글로벌 난타’, ‘글로벌 친구
맺기’ 등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적용하였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 환류 체계를 수립하는 데도 매우 유리하다. 본 연구는 비교과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전과 후의 역량 변화를 진단하여 교육방안의 효율성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진단 도구에는 대표적인
해외 역량진단검사인 OECD의 AHELO, 미국의 CLA, 호주의 GSA가 있으며, 국내 역량진단검사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K-CESA, 숙명여자대학교의 SM-CLA, 성균관대학교의 SCCA, 건양대학교의 핵
심역량진단평가 등이 있다(김수연, 2016).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시
스템(K-CESA : Korea Collegiate Essential Assessment)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높일 것이다.
K-CESA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진단하는 온라인 진단도구로서, 고등교육의 성과 측정과 질
관리를 위해 많은 대학에서 이 시스템으로 핵심역량을 관리하고 있다.(손유미 외, 2018).

2. 본론
2.1. 교육의 과정과 방법
2.1.1. 글로벌 문화 토크
문화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문화는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복합적 개념이다. 문화는 특정 공간에서 세대를 이어오면서 축적된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역량에서 그동안 간과되어온 분야가 바로 문화적인 측면이다. 이는 외국어
습득 능력에 초점을 두었던 그동안의 교육방향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더
라도 문화에 대한 이해 자세와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면, 글로벌역량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글로벌 문화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토크’의 방식으로 문화적인 이슈에
접근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문화 토크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양한 국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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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서로 다른 특징을 이해하며 글로벌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글로벌 문화
토크는 언어 습득의 차원을 넘어 음식, 음악, 경제, 예절 등 문화 전반에 걸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문화를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를 외국인
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문화 공감 능력과 조정 능력을 기르고,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가 있다.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글로벌 문화 이해력을 향상하여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길러지는 역량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과 소통함으
로써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제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문화 토크에 참여하는 학생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여타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비교과 교육방안으로 마련된 프로그램 대부분
에 적용되었다. 가능한 다양한 국적 학생들의 어우러짐은 글로벌역량 강화에 효율적일 것이다. 외국인
학생은 주로 중국과 일본 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문화 토크의 주제는 아시아 권역으로 국한하지
않았다. 문화 토크를 통해 세계적인 이슈를 바라보는 국가나 문화권 간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불편함은 학생 가운데 통역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등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글로벌 문화 토크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6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시에서는 대학생으
로서 지니고 있는 ‘꿈’을 주제로 하였다. 꿈은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목표 지향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생들이라면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서 꿈을 설정하고 방향성을 잡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1차시에 첫 주제로 잡았으며 학생들이 활발한 토론으로 교육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내국인 학생들의 꿈은 주로 직업적인 차원으로 정해졌다.
회화와 디자인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국적이 다양하여, 다른 국적의 학생 간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욱 활발한 토론에 기여할 수 있었다.
2차시는 각 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 및 사회적 뉴스를 중심으로 각자 하나의 이슈를 소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으로서 자국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적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처해있는 공간을 넘어 외국인 학생과 공유함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학생은 준 사회인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학교 공간에 머무르며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곳이 아닌 국외에서 ‘여기’와는 다른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함
으로써 국제화에 대한 준비와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의 주제는 돈으로 진행하였다. 시장경제에서 돈의 위력은 점점 그 힘을 넓혀가고 있다. 학생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씩 적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로 우정, 시간, 가족 등 자신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수 있기에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개념을 적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 이 개념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반박의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시간’의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의 시간을 벌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의견을 주고받으
며 돈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까지 토론의 폭을 넓혀갔다.
4차시에는 고민과 행복에 대한 주제였다. 각자의 고민과 행복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며, 불행의 옆에 행복이 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5차시에는
떡볶이를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음식과 예절에 대해 토론하였다. 자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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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하기 힘든 음식을 소개하며 각 음식의 유래에 대해서도 공유하였다. 6차시에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겨날 직업을 예측하는 주제였다. 각 국가별로 지난 10여 년간 새롭게 생겨난
직업과 사라진 직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직업 세계를 전망하는 토론이었다.
5점 척도는 ‘매우 그렇다’가 5점, ‘그렇다’가 4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문화 토크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5점 척도에서 4점대 중반
을 형성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저조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대학생들을 둘러싼 보다 다양한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많이 구비하여 설득력을 높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습이 겸비되면서 토론
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시청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공간에서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음식과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시식하거나 만들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1.2. 글로벌 여행
여행은 글로벌 개념과 매우 친숙한 영역이다. 여행은 지금 자신이 있는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인 여행지는 ‘이곳’과는 경관,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소의 개념을 해외로 확장한다면 그 이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자연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은 글로벌역량과 연결될 수 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은 대학생들에게도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대학생 자신들이 계획하는 글로벌 여행은 방학이
나 졸업 후에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높고, 그만큼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글로벌 여행 프로그램의 개요는 세계 각지의 여행지를 탐구하고, 자신만의 여행 상품을 개발하며
해당 여행지를 갈 때 필요한 나라별 글로벌 매너를 익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행지를 탐색하고 이해하
는 수준이 아니라 여행지에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소비할 때 요구되는 다양한 매너를 익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의 여행 상품을 개발해 보고 해당
여행지를 갈 때 필요한 나라별 매너와 에티켓을 이해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관광상품을
직접 개발하며 해당 여행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글로벌 매너를 익혀 글로벌 문화인의 자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글로벌 여행 프로그램은 관광이나 서비스 분야와 관계되거나 인접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여행지의 탐색이 아니라 글로벌 여행을 이해하고 여행자의 입장에서 여행상품
을 개발하여 발표 형식을 통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글로벌 여행 프로그램은 위의 [표 2]와
같이 12차시로 진행되었다.
1-3주차까지는 여행지를 선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1차시에는 선호하는 여행
지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전하고 여행의 가치가 있는 곳을 각자 선정하여 정보를 공유하였다. 2차시
에는 각자 선정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으로 계획되었다. 3차시에는 해당 여행지를 여행하
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점검하였다.
4-7차시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두었다. 관광상품은 단순히 여행지의 선정뿐만 아니라 항공권
에서부터 여행지의 교통편, 음식과 숙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4차에 걸쳐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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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의 코스를 학생 스스로 개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 기존의 여행상품을 검토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의 상품을 모방하여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선정하여
변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개발된 관광상품은 가상의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성의 한계로 기존에 시도
되지 않았던 지역이라든지, 특이한 관광자원이 없지만 그곳에서 가치를 발견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사례들도 눈에 띄었다.
8-10차시는 관광지의 예절과 문화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즈니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매너는 관관상품 개발과 판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해외여
행은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지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만날 때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
익혀야 할 매너 등을 공유하였다. 테이블 매너에서는 식사와 관련된 사항을, 와인 예절에서는 와인뿐만
아니라 주류 및 음료 전반에 걸친 예절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11-12차시에는 관광상품을 완성하여
소개하는 시간으로 계획하였다.
글로벌 여행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4점대 후반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수치는, 대부분
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전반에 걸쳐 5점에 해당하는 ‘매우 그렇다’에 근접한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글로벌역량 강화와 밀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더구나
실제 여행상품이라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글로벌 매너와 문화
및 여행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질을 익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환류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여행상품 프로그램 개발자를 초청하여 특강의 형식으로 7-8차시에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3. 글로벌 난타
예로부터 음악은 어떤 장르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소리의 울림이
그 어떤 형식적 구애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타악기는
연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난타’라는 명목하에 일정의 간략한 훈련을 거치면 함께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언어를 초월하여 난타를 즐기면서 공감하고
동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역량 강화에 데 난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글로벌역량은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타문화 이해 능력 등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야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과 같이 음악을 함께하
는 등의 활동이 국가 간, 문화 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만들어 글로벌화에 대한 마인드를
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난타의 프로그램 개요는, 타악기는 두드리기만 하면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기본 테크닉과 타악기 앙상블을 통하여 무대공연 작품을 만들어나가며, ‘일반 사물의 음악적 소재화’
과정을 느끼는 것이다. 운영목표는 타악기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무대 공연 작품을 통하여 사회와 대중이
같이 호흡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흥미로운 소재와 에피소드가
가미된 커리큘럼으로 음악과 율동이 가미된, 개성적인 공연물을 창조한다. 더불어 체계적으로 습득한
타악기 연주력으로 보다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글로벌 난타의 프로그램은 5차시의 내용으로 운영되었다. 1차시에서는 난타에서 기본이 되는 예비박
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두었다. 이는 합주를 하기 위해 자신의 악기를 이해하고 박자를 익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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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기도 하다. 난타는 타악기를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 곡 전체에서 자신의 분야만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쉽게 합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시에서 진행되는 예비박을 이해하고
솔로 곡에서 자신의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시에는 바디뮤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난타는 악기를 통해 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주 과정이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야 한다. 즉, 연주 과정이 타악기의 특성에 맞추어 활력 있는 율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악기에 어울리는 바디뮤직을 익히는 과정을 둔 것이다.
연주와 마찬가지로 바디뮤직 또한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음을 맞추고
자신 또한 그 움직임에 동화되면 자신만의 바디뮤직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소리와 몸짓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3차시에는 아프리칸심포니를 파트별로 연습하고, 4차시
에는 이 곡을 합주로 연주한다. 5차시에는 바투카타를 합주하며 하나가 됨을 체험하고 공연을 통해
함께 관중 앞에서 연주하며 동질감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한다.
글로벌 난타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대체로 3점대 중반을 형성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4점의 ‘그렇다’라는 긍정적 평가 아래의 3점인 ‘보통이다’라는, 적극적이지 못한 평가를 의미한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 공감 능력과 협업 능력을 향상하여, 이러한 능력이 글로벌 세계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았으나 연주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연주곡의 선정에서 수준이 다소 어려운 곡으로 선정한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또한 관중 앞에서 연주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결과물을 보이는 것은 좋은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많은 연습량이 요구되었던 것도 만족도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를 개선하여
글로벌 난타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부담 없이 연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차수도 확대하여 함께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목표 곡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바투카타 한 곡 정도로 축소하는 것도 프로그램 개선의 한 방향이라 분석된다.

2.1.4. 글로벌 친구 맺기
글로벌화는 그 추세와 시스템 및 사회 변동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제 글로벌역량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늘 대인관계 상황이 놓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친구 맺기는 글로벌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친구 맺기 프로그램은, 대학 교육에서 거의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설정한 대인관계 능력과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대상이 타국, 타문화를 동반한 친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의 글로벌역량이라 함은 주로 내국인이 타문화나 타국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화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문화와 가치들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속의 자신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친구 맺기의 프로그램 개요는 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친구 맺기 방식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는 외국인 친구와 대인 관계를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글로벌역량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의 능력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향상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친구와 교류함으로써 한국인 학생은 글로벌 공감능력을 기르고 외국인 학생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캠퍼스 적응도를 높이는 것이다.
글로벌한 대인관계는 다양한 요소를 품고 있다. 이는 글로벌한 대인관계 속에 글로벌역량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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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인 유연성, 타문화 이해력, 글로벌 이해력 등이 자연스럽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친구라 함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서 이해타산을 멀리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나 국적의 친구들이 만나서 우정을 나누게 되면 글로벌역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글로벌 친구 맺기 프로그램은 친구 찾기부터 시작해서 5차시에 걸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시에는 자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아 인연을 맺는 과정이다. 그런데 외국인 친구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기심에서 출발한다거나
타문화나 타국에 대한 특별함이 인연 맺기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1:1방식의 친구 맺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가급적 동일 수의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친구가 되는 구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한다. 1:1방식을 필수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보다 유리하다. 의사소통 장애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각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발휘하여 보다 쉽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간대가 끝나고 나서도 친구 맺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른 프로그
램과 차이가 있다. 즉, 2차시의 활동이 진행되기 전까지 맺은 친구들 간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신뢰와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다.
2-5차시에는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2차시에는 글로벌 친구들과 학교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다. 글로벌 친구들은 주로 같은 공간을 반복해서 오가는 경우가 많다. 학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간 외에도 학교 내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면 글로벌 친구와 동행하기에 충분하
다. 아울러 학교 안에는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행사들이 진행된다. 이런 곳에 글로벌 친구들
동행하여 설명하면서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 3차시에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 기행은 탐방의
장소를 교내에서 교외로 확장한 것이다. 학교 밖의 문화 공간은 굳이 잘 알려진 곳이 아니어도 된다.
사람이 살아간 흔적이 있는 곳은 문화가 남겨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근처를 탐색해보면
글로벌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수 있을 것이며, 그곳을 찾아 스토리를 이어가면 된다.
4주차에는 전통음식을 함께 만들며 우정을 다지는 과정이다. 각 문화권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농수산
물이 있다. 이는 인간의 노력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음식은
각 문화권이 처한 상황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방향을 발전되어 왔으며, 그 상황에서 인간에 요구되는
음식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음식의 이해는 문화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에서 제공한 떡과 김치 만들기는 단순히 음식을 체험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쌀 농경문화에서
발생한 떡을 만들며 그 밖의 쌀 재료 중심의 음식을 설명하고, 김치 문화가 발전하게 된 동기를 공유하며,
글로벌 친구가 자신의 문화권에서 누렸던 음식을 함께 소개받기도 한다.
5차시는 그간의 친구 맺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진행된다. 인연의
차원을 자기의 공간으로 확장하고 그 공간에 함께 머무르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그것은 가족이어도 좋고,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이어도 좋다. 자신이 형성한 사회에 글로벌 친구들 초대하여 그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친구 맺기 프로그램은 더 넓은 관계를 지향하게 된다.
글로벌 친구 맺기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대체로 4.34에서 4.4점을 형성하였다. 글로벌 친구 맺기는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에 만족도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주관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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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학생들의 의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단순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친구를 대면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자 측의 지원 강화를 요구한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학교 인근 문화 공간 탐방 같은 경우 교통편의 제공이나 중식 등의 편의 제공을 아쉬워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지금에도 여전히 친구의 인연을 이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글로벌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완할 점을 환류를 통해 개선해나간다
면 글로벌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글로벌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단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였
다. 글로벌역량의 강화를 위해 하위 능력으로 유연성, 타문화 이해, 글로벌화 이해 능력을 설정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능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사회⋅
문화, 여행, 음악, 개인적인 친구 맺기 등의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역량 향상을 도모하였다. 프로그램별로는 별도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를 하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단결과를
연도 간에 비교함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
글로벌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학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수요자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분석하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운영하고 분석한 프로그램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글로벌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개의
프로그램 운영과 단기적인 노력만으로 역량의 변화를 가늠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가 추구한 노력들이 축적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환류를 통해 보완해나간다면
교양교육에서 글로벌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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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한남대)⋅노혜란(서원대)⋅최미나(청주대)

본 연구의 목적은 H대학교의 교양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점을 찾아
공유하고 미약한 점을 찾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양교육 체계도, 교양교육
교과목, 교양교육 방법 등을 차례대로 조사하여 문헌분석을 한다.

1. 교양교육 체계도
H대학교의 경우, 교양교육 목적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학문의 공통토대인 기초학문을 교양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지식창출 능력일 갖춘 인재 배출’이다. 인재상
으로는 합리적 사고와 가치관을 갖춘 교양인 양성,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컬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실행 핵심역량으로는 종합적 사고역량, 의사
소통역량, 실용전문 역량, 창의융합역량, 글로컬역량, 나눔리더십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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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양교육내용 체계도

2. 교양교육 내용
교양교육의 내용구성체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초교육에 의사소통, 정보문해, 사고교육,
BSM(Basic Science and Math)영역이 있다. 교양교육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있고 소양교
육에 H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채플과 현대인과성서가 있다. 그리고 신입생정착을 위해 자기계발과미래설
계 교과목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험, 신체적 체험, 정서적 체험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맞는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특색있는 교과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연계교과목(대전의역사인물과콘텐츠 외)
이 있다. 교과목 특성은 우리대학이 속해있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화와 지역민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주제중심교과목(한국
영화로배우는성, 사랑, 결혼 외)이 있다. UN이 사람, 지구환경,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수 조건으
로 제시하고 있는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의 주제를 이해하고 K-SDGs 및 관련된 지역 현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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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해보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러닝 교과목(동시대문화와예술세계의이해 외)이다. 교과내용과 지
역 봉사활동을 통합한 수업방법. 이론 수업 뿐아니라 지정된 또는 직접 연계한 봉사기관에서 최소 15시간
봉사활동과 성찰일지 작성 등의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남 예비교사 프로그램 양성’이
라는 주제로 교양교과목(인성교육, 인권교육, 성서와기독교교육, 컴퓨터와사고교육 등)과 비교과교과목
(성범죄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인적성검사 등)을 포함하여 예비교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문분야평가, 기관평가 등을 대비하면서 각 단과대학에서 교양과 비교과과목
을 묶어서 H대학교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양교과목 중 학생들이 모두 수강하는 교양필수 교과목을 알아보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채플
4학기 수강하는 것과 현대인과성서 교과목은 지속적으로 개설되었고, 나머지교과목은 개설된 시기가
약간씩 다르다. 특히 학교가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되면서, 2017학년도부터 창업교과목이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선정되었다. 교양필수 교과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14학년도 이후 교양필수 교과목
입학년도

-2014

2015-2016

2017-2018

2019

채플 (4학기)

●

●

●

●

현대인과성서

●

●

●

●

●

교과목명

자기계발과미래설계

●

●

진로와경력관리

●

●

창업의이해

●

●

Communicative English l

●

●

Communicative English ll
또는 제2외국어

●

●

실전창업
기초글쓰기
글쓰기
독서와소통
종합적사고와의사소통
SW와컴퓨팅사고
창의적사고와코딩

비고

3학년

●
● (택1)
● (택1)
● (택1)

●
●
●

3. 교양교육 방법
교양교육 방법으로는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사림의 시대 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하는
블랜디드 강의, 과목의 성격에 따라 현장학습, 학생들이 봉사와 학업을 겸하는 서비스러닝, 대전지역을
이해하고자 직접 견학 또는 현장실습, 팀티칭, 협동학습, 토의학습, 캡스톤디자인(문화예술체험과컨톤츠
기획, Innovative Product Development) 그리고 최근 코로나오 인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외 전국 6개 대학이 연합체를 이루어 온라인 교과목(잘실패하는법, 미국탐방시리즈,
식물과웰빙 등)을 공유하고 있다(H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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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강의평가를 받은 교양교과목 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남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과성서 교과목에서 캠퍼스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설립자 관련 선교사
동상들과 사진을 찍고, 선교촌을 방문하고 등등의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발로 직접 현장을 보도록
하는 견학위주의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4. 마무리하면서
H대학교의 교양교육은 학교 전체의 교육체계도와 맞물려 최적의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흔적
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경우 ‘잘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이를 위해 교양교육
교과목을 정교하면서도 실천적이고 시기에 맞는 교과목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사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대학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따라 교과목들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H대학교의 경우 창업의이해 등이 전교생 모두에게 필수 교양교과목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번 더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각 대학교마다 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른 특색 있는 교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숭실대학교의 경우 통일교육 선도대학과 연관하
여 통일교육관련 교과목이 교양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교과목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교과목의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교과목으
로 선정하여 가르쳐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필수교과목이라는 것, 특히 교양교과목의 필수교과목은
전교생 모두 수강해야 하는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방법들이 모든 교과목에게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세련되고 최신
의 트랜드를 읽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좀
더 디지털 미디어와 친숙한 교수자들이 교과목을 만들어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야 하는데, 퇴직 5년
전부터 교양교과목을 맡으려는 움직임이 교내 교수자들에게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물론 나이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꼭 반비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들과 친숙한 교수자들이 젊은
교수층에 많다면 그들에게 교양교과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H대학교는 교양교육위원회를 통하여 교과목들이 개설되고 폐강되고 운영되고 있다(참고자료
1). 그런데 실제로 교양학부 교수들의 참여가 미비하고 주로 학과 교수들이 핵심적인 일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풀뿌리 의견수렴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교양학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개편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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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6-4 팀워크 역량과 일상적 창의성의 관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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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역량과 일상적 창의성의 관계 탐색

황순희(홍익대)⋅윤경미(부산대)

1. 서론
팀 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 TBL) 방법은 최근 들어 대학 수업에 적극 활용되는 교수법
중 하나이다. 특별히 공과대학에서는 팀 기반 학습 및 활동이 교과목, 프로젝트, 다양한 문제 해결 활동
등에 적극 활용되며, 그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합의가 형성되었다. 한편,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에서도 팀 기반의 과제, 업무(team-oriented work) 수행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팀(team)’이 개인보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문제 해결, 의사 결정, 성과
산출 등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개인보다 팀이 가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alas et al., 2008; Hughes & Jones, 2011; 황순희, 2017).1) 이러한 팀 활동에 요구되
는 팀워크(역량)(teamwork)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수행하는 능력
으로, 구성원 각자의 역할에 따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Salas et al., 2005; 2008).
팀워크는 대체로 팀 전체의 ‘성과’ 또는 ‘효율성(effectiveness)’을 의미하며, ‘팀워크가 좋다(good
teamwork)’는 팀 전체의 성과와 집단적 성공을 의미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팀워크 역량은
개인의 팀에 대한 기여도로 이해되어, 팀 또는 집단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개인적
역량으로 이해된다(Huges & Jones, 2011). 이에 고등교육 환경에서도 협력적 과제, 팀 기반 프로젝트
등의 수행을 통해 학습자의 팀워크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해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팀워크 역량과 창의성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개선 및 정제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수행한 예비연구(pilot
study)(황순희, 2020)를 통해 확인한 결과, 팀워크(역량)의 유관 변인은 크게 팀⋅조직 특성 요인(예.
성과, 팀, 만족, 조직, 몰입, 갈등, 신뢰, 직무 등), 행동 특성 요인(예. 리더십, 의사소통, 행동, 관계(상호작
용) 등), 개인 특성 요인(예. 인지⋅정서⋅심리적 요인, 개인특성(성격), 효능감, 능력⋅역량 등)으로 분류
되었고, 이중 개인 특성 요인 연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특성 변인에
속하는 ‘일상적 창의성’과 팀워크 역량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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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팀워크 역량과 일상적 창의성은 성별, 학년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팀워크 역량과 일상적 창의성은 어떠한 관계(상관관계, 영향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향후 팀워크 역량, (일상적) 창의성 교육에의 적용과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팀워크(역량)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중 몇 가지만 언급하면, 팀워크는 합의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고 협업하는 데 필요한 인지, 태도, 행동(Hatcher & Ross, 1991),
팀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팀 구성원 간의 상호 관련된 사고, 행동, 감정이다(Salas et al., 2005; 2008).
또한, 팀제로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과 성과 획득을 위해 가지는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Rasmussen
& Jennesen, 2006)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팀워크 역량은 단순히 함께 일하는 업무 이상의 것이며,
개인적 업무 기술이나 역량의 합으로 판단될 수 없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들의 합이 결코 효과적인 팀워크
를 보장할 수 없다.
한편 창의성 관련 연구는 영역-일반적 연구, 영역-특수성 연구를 비롯하여, 창의성 관련 변인을 논의
한 국내외 연구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윤경미⋅황순희, 2017; 황순희⋅윤경미, 2015; 2019).
이중 일상적 창의성은 일상 생활에서 창의적 사고와 성향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보편적 창의성을 의미한다.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경험 및 자유추구 경향,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과 공존하
는 범위 내에 자신의 잠재력을 확산하는 경향,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는 경향, 타인의
생각이나 평가에 개의치 않고 혼자 일하는 경향(정은이⋅박용한, 2002)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공대생은 일상적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전공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적 창의성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창의적 마인드와 태도를 갖추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황순희⋅윤경미, 2015).2)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 및 절차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세종시 및 부산시 소재 4년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공과대학생 1~4학년들로
편의표집한 498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일~11월 30일, 2020년 3월 23일~4월 4일까지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팀워크 역량과 일상적 창의성을 측정하여, 이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였다. 연구 대상으로부터 결측치 없이 100% 유효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조사 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검사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 설문은 팀워크 역량과 일상적 창의성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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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구성하고,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성, 학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인 공과대학생 표본은 기계공학부를 비롯하여 조선⋅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산업공
학과, 재료공학부,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전공 등 공학교육인증제(Abeek)를 도입한 대표 6개 학과 학생
들로 구성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81명(16.3%), 2학년 140명(28.1%), 3학년 119명(23.9%), 4학년
158명(31.7%), 성별로는 남학생 421명(84.5%), 여학생 77명(15.5%)으로 구성되었다.

3.2. 측정 도구
팀워크 역량의 측정은 자가 진단하도록 개발된 Pun et al.(2003)의 26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팀워크
역량은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문제점 인식과 분석, 의사결정하기, 해법계획과 일정잡기의 5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2(Pun et al., 2003) 이었으며, 본 연구에 나타난 전체 신뢰도
(Cronbach’ α)는 .84이다. 또한, 일상적 창의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정은이(2002)를 기초로 수정한 정은
이⋅박용한(2002)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독창적 유연성, 대안적 해결력, 모험적 자유추구,
이타적 자아확신, 관계적 개방성, 개성적 독립성, 탐구적 몰입의 7개 하위영역,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0(정은이⋅박용한, 2002)
이었으며, 본 연구에 나타난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82이다.

3.3. 설문 분석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는 SPSS version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 결과는
기술통계, 중다변량분석, Schéffe 사후분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을 통해 개별항목에 대한 전체적
경향 및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학년, 성별에 따른 팀워크 역량의 차이
학년에 따른 팀워크 역량의 평균을 살펴보면, 총점과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대체로 4학년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의사소통 능력과 해법계획과 일정잡기의 2가지 요인은 2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팀워크 역량 평균은,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이 다소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대생의 팀워크 역량의 학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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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MANOVA analysis on teamwork competence by grade & post-hoc test
다변량

하위요인

Pillai's Trace

F

단변량
df

Scheffé 검증

MS

F

df

1학년(1) 2학년(2) 3학년(3) 4학년(4)

.58

2.12*

3

4 > 1

.90

4.76***

3

.73

3.47*

3

4

2.40

5.45**

3

2 > 1

5

.88

5.91**

3

4 > 2 > 1

1
2
.10

3

2.40***

18

*p<.05, **p<.01, ***p<.001
1. 리더십, 2. 의사소통 능력, 3. 의사결정하기, 4. 해법계획과 일정잡기, 5. 팀워크 역량(합계)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중다변량 분석결과, 공대생의 팀워크 역량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학년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Pillai's Trace =.10, F=2.40, p<.001). 또한, 학년에 따른 팀워크
역량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5가지 팀워크 역량 하위요인 중
문제점 인식과 분석을 제외한 4가지 요인에서 학년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네 집단 중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도 Table 1에 함께 제시
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4학년은 팀워크 역량(총점), 리더십이 다른 학년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학년과 1학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또한, 해법계획과 일정잡기는 2학년과 1학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4.2. 학년, 성별에 따른 일상적 창의성의 차이
학년에 따른 일상적 창의성의 평균을 살펴보면, 총점과 관계적 개방성을 제외한 6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관계적 개방성은 1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일상적 창의성 평균은,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남학생이 다소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대생의 일상적 창의성의 학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변량 분석결과, 공대생의 일상적 창의성은 성별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Pillai's Trace =.03, F=2.15, p<.05),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일상적 창의성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F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Result of MANOVA analysis on everyday creativity by gender & post-hoc test
일상적 창의성

다변량
Pillai's Trace

단변량
MS

F

df

1

F

df

4.13

13.09***

1

2

.53

1.76

1

.28

.93

1

.23

.75

1

5

.01

.03

1

6

.10

.25

1

7

.81

2.29

1

3
4

.03

2.15*

7

*p<.05, ***p<.001
1. 독창적 유연성, 2. 대안적 해결력, 3. 모험적 자유추구, 4. 이타적 자아확신. 5. 관계적 개방성, 6. 개성적 독립성, 7. 탐구적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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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단변량 F 검증 결과, 7가지 일상적 창의성 하위요인 중 독창성 유연성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3. 팀워크 역량과 일상적 창의성의 관계
팀워크 역량과 일상적 창의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상호상관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Cross-correlations between teamwork competence and everyday creativity
독창적
유연성

대안적
해결력

모험적
자유추구

이타적
자아확신

관계적
개방성

개성적
독립성

탐구적
몰입

일상적
창의성(합계)

리더십

.40**

.46**

.44**

.49**

.38**

.21**

.27**

.58**

의사소통

.34**

.43**

.41**

.43**

.42**

.23**

.17**

.53**

문제인식

.40**

.49**

.39**

.40**

.33**

.28**

.27**

.57**

의사결정

.24**

.37**

.37**

.43**

.38**

.24**

.24**

.50**

해법계획

.09

.23**

.20**

.26**

.27**

.07

.11*

.26**

팀워크 역량 (합계)

.34**

.41**

.39**

.49**

.38**

.25**

.21**

.55**

*p < .05, **p < .01,

Table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팀워크 역량(총점)과 일상적 창의성(총점)은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
다(r= .55). 둘째, 팀워크 역량은 일상적 창의성의 하위 요인 중 이타적 자아확신(r= .49), 대안적 해결력
(r= .41), 모험적 자유추구(r= .39) 등과 정적 상관을, 그리고 나머지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도 .21 ~ .34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일상적 창의성은 팀워크 역량의 하위 요인 중
리더십(r= .58), 문제인식(r= .57), 의사소통 능력(r= .53) 등과 정적 상관을, 그리고 나머지 하위요인들과
의 관련성도 .26 ~ .50 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공대생의 팀워크 역량에 대한 일상적 창의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한다.
Table 4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eamwork competence
종속변인

팀워크
역량(총점)

비표준화 계수

독립변인

표준화 오류

β

독창적 유연성

.04

.03

.06

1.15

대안적 해결력

.16

.04

.21

4.36***

모험적 자유추구

.00

.04

.00

.06

이타적 자아확신

.21

.04

.29

5.80***

관계적 개방성

.17

.04

.20

4.36***

개성적 독립성

.06

.03

.10

2.16*

탐구적 몰입

.01

.03

.02

.52

R=.59 R =.35
*p <.05, ***p <.001

●

t

B

2

324

표준화 계수

세션 6 자유 주제

R2adj=.34

F=34.76***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안적 해결력, 이타적 자아확신, 관계적 개방성, 개성적 몰입이 팀워크
2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R 가 .35(F=34.76,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팀워크 역량의 35%가 대안적 해결력, 이타적 자아확신, 관계적 개방성, 개성적
몰입으로 설명되었다. 각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이타적 자아확신(β=.29)이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대안적 해결력(β=.21), 관계적 개방성(β=.20), 개성적 독립성(β=.10)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팀워크 역량은 총점과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4학년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학년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둘째, 일상적 창의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팀워크 역량(총점)
과 일상적 창의성(총점)은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r= .55). 또한, 팀워크 역량은 일상적 창의성의 하위
요인 중 이타적 자아확신(r= .49), 대안적 해결력(r= .41), 모험적 자유추구(r= .39) 등과 정적 상관을,
나머지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일상적 창의성은
팀워크 역량의 하위 요인 중 리더십(r= .58), 문제인식(r= .57), 의사소통 능력(r= .53) 등과 정적 상관을,
나머지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일상적 창의성이
팀워크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안적 해결력, 이타적 자아확신, 관계적 개방성, 개성적
몰입 등이 팀워크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R2가 .35(F=34.76,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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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6-5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자의 특징에 대한 연구

●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자의 특징에 대한 연구
- C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호재(청주대)

1. 서론
대학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변화된 국가⋅사회적 인재상에 대한 요구
에 응하기 위해 대학 교육에서도 새로운 인재상 개발과 대학교육을 정비하고 있다(김규원, 2015). 새롭게
등장한 인재상은 대학 교육을 지식 중심에서 ‘역량(competency)’ 중심의 교육을 등장시켰으며, 역량
중심 교육 속에 조금 더 발전된 또는 향상된 역량의 성장 및 발현을 위해 새로운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제도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함양하는
유용한 교육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다(윤희정 외, 2018).
그러나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규모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비교과
교육과정이 대학 교육에서 본격에서 중요하게 부상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오늘날 대학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발 및 운영이 다소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체계적으로 개발 및 운영되고 있더라고 그 결과가 적절하게 분석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각 대학이 가진 교육목적, 철학, 교수진, 인프라 등의 차이와 초⋅중⋅고의 학교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대학마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희소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역량에 기반한 학생 중심 비교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C대학
교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2018학년도 2학기 C대학교에
서 운영 중인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도가 높은 대학생 1,936명의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 이력과 학생의
학업 및 배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한 노력과 실적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 정도를 C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역량 마일리지로 환산하
였다. 이를 통해 6개 역량 영역별 비교과 프로그램 역량 마일리지와 계열, 학년, 성별, 비교과 참여 프로그
램 개수, 성적(교양 성적, 전공 성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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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
C대학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지방 사립대학교로 2019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재학생수 10,696명의
종합대학이다. C대학은 1947년 설립된 대학으로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전국단위 및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이다.
C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8학년도 2학기에는 약 3.8억원이 투입되어
441건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참여한 재학생은 약 2.2만명이었다. 더불어 비교과 활동 공급
자에게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이력 관리, 운영, 결산 등을 지원하고, 비교과 활동 사용자인 학생들에게는
비교과 활동 등록 및 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학생역량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C대학은 비교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장학 제도와 연계된 역량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역량 마일리지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비교과 활동 이력을 관리하고 자신의 성장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행한 비교과 활동을 마일리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비교과 활동을 점검하여 고른 비교과 활동 및 전인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C대학의 역량 마일리지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학생이 수행한
비교과 활동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교과 활동별로 활동에 투입된 학생의 시간 및 노력, 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역량 마일리지 전환 시에 획득 마일리지의 차등을 두고 있다. 획득 마일리지는
1~2시간의 특강형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학내 구성원 간의 합의에 근거하
여 적정 마일리지를 판단하였다. 또한 장학 제도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비교과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데,
학기별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역량 마일리지 장학
금은 1,936명을 대상으로 3.2억원이 지급되었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8학년도 2학기 역량 마일리지 장학금 대상인 1,936명이다1).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수집된 자료 처리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연구대상
배경 변인
성별

계열

구분

빈도(비율)

남학생

888명(45.9%)

여학생

1,048명(54.1%)

●

학년

구분

빈도(비율)

1학년

413명(21.3%)

2학년

386명(19.9%)

경상계열

239명(12.3%)

3학년

581명(30.0%)

인문사회

431명(22.3%)

4학년 이상

556명(28.7%)

공학계열

239명(12.3%)

3.0미만

446명(23.0%)

3.0이상~3.5미만

720명(37.2%)

3.5이상~4.0미만

584명(30.2%)

4.0이상

186명(9.6%)

보건계열

549명(28.4%)

예체능계열

259명(13.4%)

사범, 항공

219명(11.3%)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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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1,936명(100%)

C대학이 운영하는 역량 마일리지는 학습, 진로⋅심리, 인성⋅봉사, 취⋅창업, 전공실무, 글로벌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대표 비교과 활동으로는 학습 영역은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등, 진로⋅심리 영역은 체험형 심리치유 프로그램, 진로나침반 프로그램 등, 인성⋅
봉사 영역은 국제교류 사회봉사 프로그램, 교내외 사회봉사 활동 등, 취⋅창업 영역은 자기소개서 완성
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전공실무 영역은 전공 학술제, 학술대회 등, 글로벌 영역은
언어교환 프로그램, 외국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있다.

1)

4. 연구결과
2018학년도 2학기 C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에 다수 참여한 1,936명의 비교과 마일리지 현황은
<표 2>와 같다. 2018학년도 2학기에 연구대상은 총 15,532건의 비교과 활동을 등록 및 인증 받았으며,
3,886,100점의 역량 마일리지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은 평균 약 8건의 비교과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평균 역량 마일리지는 약 2,000점으로 나타났다. 6개 영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많이 마일리지를 취득한 영역은 취⋅창업 영역으로 평균 786점을 획득하였으며, 가장 적은 마일리지를
취득한 영역은 인성⋅봉사 영역으로 평균 16점을 획득하였다.
<표 2> 비교과 마일리지 현황
영역

총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총 비교과 인증 건수

15,532건

1건

57건

8.02건

4.34건

총 역량

영역별
역량
마일리지

3,886,100점

1,000점

10,900점

2,007점

1,058점

학습영역

595,450점

0점

3,950점

307점

418점

진로⋅심리

30,800점

0점

3,000점

159점

345점

인성⋅봉사

32,650점

0점

900점

16점

70점

취⋅창업

1,523,000점

0점

4,900점

786점

884점

전공실무

1,096,250점

0점

3,850점

566점

678점

글로벌

329,950점

0점

2,800점

170점

355점

마일리지2)

2018학년도 2학기 C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에 다수 참여한 1,936명의 학점 현황은 <표 3>과 같다.
전체 총점 평균은 3.34였으며, 교양 학점의 평균은 3.24, 전공 학점의 평균은 3.40으로 나타났다. 교양,
전공 학점 모두 3.0이상 3.5미만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1)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역량 마일리지 1,000점 이상 획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2)

역량 마일리지는 학습영역 1~2시간 특강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100점 기준으로 활동별 차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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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점 현황
구분

3.0미만

3.0이상~3.5미만

3.5이상~4.0미만

4.0이상

총계

평균

표준편차

교양

610명
(31.5%)

637명
(32.9%)

518명
(26.8%)

171명
(8.8%)

1,936명
(100.0%)

3.24

0.594

전공

425명
(22.0%)

626명
(32.3%)

589명
(30.4%)

296명
(15.3%)

1,936명
(100.0%)

3.40

0.561

총점(GPA)

446명
(23.0%)

720명
(37.2%)

584명
(30.2%)

186명
(9.6%)

1,936명
(100.0%)

3.34

0.511

영역별 비교과 활동과 학점과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대부분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었다. 다만 .3이상(≧  )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유의미한 관계는
.3미만(   )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 중 유의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심리와 전공실무를 제외한 나머지 학습, 인성⋅봉사, 취⋅창업, 글로벌 영역의 비교과 활동들은 모두
교양 및 전공 학점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취⋅창업 비교과 활동은 비교과 영역
중 학습, 진로⋅심리, 전공실무 역량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공실무 비교과 활동은
전공 학점을 제외하고 모든 비교과 활동과 교양 학점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진로⋅심리
비교과 활동은 교양이든 전공이든 학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비교과 활동들
은 학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때 전공보다는 교양과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비교과 활동과 학점과의 상관관계(**: p<.01, *: p<.05)
구분
학습

역
량
마
일
리
지

진로⋅심리

학
점

역량 마일리지
학습

진로⋅심리
**

1

.177
**

.177

**

1

취⋅창업

-.137**

-.131**

전공실무

**

**

.016

교양

.211

전공

**
*

.055

.118
.059

**

.118

글로벌

**
**

인성⋅봉사

-.152

인성⋅봉사

.059

-.107

학점

취⋅창업
**

-.137

**

-.131

**

1

.133

.133**
**

-.069

1
**

-.255

**

전공실무
**
**

-.152
-.107

**

글로벌
.016

.211

.055*

-.027

-.025

-.034

**

0.75**
.105**

-.069

.037

.142

-.255**

.082**

.138**

**

1

-.174
**

.082

-.174

1

-.025

.142**

.138**

-.205**

.220**

-.034

**

**

-.011

**

-.205

**

.037

.105

전공

**

-.027

.075

교양

**

.111

-.011

.220

.111**

1

.599**
**

.599

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학기당 평균 8건의 비교과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역량 마일리지로 환산하면 학기당 평균 약 2,000점을 획득하고 있었다. 학기 중 학생들의
역량 마일리지 획득이 가장 많은 영역은 취⋅창업 영역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인성⋅봉사 영역이었
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점은 평균 교양 3.24점, 전공 3.40점, 총점 3.34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량 마일리지와 학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1) 비교과
활동들은 교양 및 전공 학점들 간에 다수의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취⋅창업 비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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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학습, 진로⋅심리, 전공실무 역량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전공실무 비교과
활동은 모든 비교과 활동과 교양 학점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4) 진로⋅심리 비교과
활동은 교양이든 전공이든 학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5) 비교과 활동들은 학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때 전공보다는 교양과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C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들
및 학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부 비교과 활동들은 학점과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일부 비교과 활동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 비교과 활동의 유형이 전통적으로 학생의
역량이라 볼 수 있는 학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이 전공보
다는 교양 학점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과 교육과정이 교양 교육의 한 부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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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혜⋅허철구(창원대)

1.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이 지식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지식은
사람을 통하여 창출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백성준 외. 2006).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적 자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지식의 단순 수용과 같은 능력 대신 활용적 지식과 창의력
등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강순희 외 2003). 이에 대학은 학생들이 고등교
육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 기초 문해력, 협업, 자기주도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다. 개별 대학들은 기존의 지식 습득과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수많은 정보를 선별⋅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
정을 개발하고 이를 대학 전체의 교육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
에서는 정신적인 풍요, 행복, 삶에 대한 만족 등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어 감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의 개발을 대학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교육은 지식의 축적보다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어야 함에 대학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시작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의 인성교육의
방향이나 내용과 방법 등은 여전히 혼란과 고민 속에 놓여있다(손경원 외 2019). 인성교육 관련 국내연구
는 주로 초⋅중⋅고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기용 외2017). 본 연구는 대학생용 인성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경남에 있는 C 대학
재학생들의 인성실태를 진단⋅분석하고, C 대학에서 진행되어 온 인성교육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여
인성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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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바람직한 인성의 개발은 인성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조난심 외 (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품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인성교육진흥법(2015) 제2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건전하고 바르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품성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성의 정의는 지금까지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개성, 성격 등 개인
심리적 특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사회적 문화, 가치, 신념이 반영된 인간성, 도덕성, 사람됨이 강조되어
정의되기도 한다(윤정진 외, 2017). Thomas Lickona는 인성을 상호 연관된 세 개의 부분, 인지적⋅정
의적⋅행동적 측면을 통합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유병렬, 2001). Lickona(1992)는 인성의
구성요인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인지적 측면은 도덕적 인식,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지식, 관점 취하기, 도덕적 추론, 의사결정 그리고 자기 이해로 구성된다. 정의적 측면은
양심, 자기 존중, 감정 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통제, 그리고 겸양으로 구성된다. 행동적 측면은 실천
능력, 의지, 습관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인성 측정도구는 Lickona의 분류에 따라 인지⋅정의⋅행동 영역으로 분류한 32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기용 외(2017)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성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있는 C 대학교 학생 599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50명의 데이터를 최종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2019학년도 2학기 C 대학교에서 진행된 인성교육 교과목(3과목)과 인성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3개)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발송하여 설문에 응답하
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1. 재학생들의 인성실태
본 연구에서는 경남에 위치한 C 대학 학생들의 응답 결과 450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40.9%가 남학생(184명), 59.1%가 여학생(266명)이었으며, 15.8%가 입학예정자(71명), 39.6%가 1학년
(178명), 19.1%가 2학년(86명), 14.4%가 3학년(65명), 11.1%가 4학년 이상(5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선행연구인 “대학생용 인성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의 32문항을
활용하여 구인타당도를 고려하여 문항들을 조정하였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7요인 구조(도덕적 지식, 도덕적 인식, 책임감, 자기 존중, 자기조절, 배려/
봉사, 역량/의지)를 확인하였다.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인식, 책임감을 도덕⋅인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자기 존중, 자기조절을 감성⋅정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배려/봉사, 역량/의지를 사회⋅행동 영역으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인성검사의 모델을 3개 영역 7요인으로 결정하였다. 전체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6으로 실태조사에 적합하게 높았다.
도덕⋅인지 영역에 분류되는 도덕적 지식은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자신의 약점들을 보완할 방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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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이고, 도덕적 인식은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 온 도덕적 유산으로서의 도덕적 가치를 알고,
또 그것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감은 주어진 상황 속에
내재된 도덕적 문제 및 도덕적 판단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성⋅정서 영역에 분류되
는 자기 존중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기조절은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옳은 것을
행하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다. 사회⋅행동 영역으로 분류되는 배려/봉사는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도덕적인 에너지를 동원하는 것이고, 역량/의지는 도덕적 판단과 감정을
효율적인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년 구분과 관계없이 전체 참여자들은 도덕적 인식과 책임감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덕적
지식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덕적 지식을 묻는 문항 중 장⋅단기 계획을 묻는 문항, 20대에
이루어야 할 것들에 대한 계획을 묻는 문항에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역량/의지를 묻는 문항 중 일을
추진할 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특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 도덕적 인식과 책임감을
묻는 문항 중 책임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좋지 못한 일임을 인지하는
지, 팀 활동을 위해 협력하는지, 규범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인성 요인별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인성을 이루는 요인(도덕적 지식, 도덕적 인식,
책임감, 자기 존중, 자기조절, 배려/봉사, 역량/의지)과 인성의 유의확률이 0.01 이하의 수치를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학예정자가 모든 인성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
Dunnett T3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성 요인별 학년에 따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도덕적 지식
요인에서 입학예정자와 4학년은 1학년보다 높았다. 도덕적 인식 요인에서 입학예정자는 다른 모든 학년
에 비해 높았다. 책임감 요인에서 입학예정자는 1학년과 4학년에 비해 높았고,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높았다. 자기 존중 요인에서 입학예정자는 다른 모든 학년에 비해 높았고, 2학년이 1학년보다 높았다.
자기조절 요인에서 입학예정자는 3학년보다 높았다. 배려/봉사 요인에서 입학예정자는 다른 모든 학년에
비해 높았고, 역량/의지 요인에서도 입학예정자가 다른 모든 학년에 비해 높았다.

2.2. C 대학의 인성교육
C 대학은 세계화⋅지역화가 공존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 위상에 맞는 지역중심 대학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인성함양 프로그램으로서의 “봉림人성” 브랜드를 개발하여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교과영역에서는 ‘도전과 창조’(2학점), ‘글로벌리더십’(2학점), ‘인성함양 신입생
길잡이’(1학점)가 교양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교과영역에서는 ‘학예사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탐방’,
‘인성문화캠프’, 사제동행 ‘신입생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방식에 따라 매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정하여 특강 형태로 진행되는 ‘도전과 창조’ 교양과목이 있고, 매주 학생들이 주체적
으로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의 ‘글로벌리더십’ 교양과목, ‘인성함양 신입생길잡이’ 교양과목이 있다. 체험
형태는 ‘학예사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탐방’, ‘인성문화캠프’, 사제동행 ‘신입생세미나’ 등의 비교과 프로그
램이 있다.
교과영역의 ‘도전과 창조’ 과목은 현대사회의 각 분야를 이끌어 갈 인성,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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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이라는 대학의 교육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교양강좌이다. 이 교과목은 매주 사회 각 분야
의 전문가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실패와 좌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 도전과 창조의 경험담을 특강형
식으로 강연한다. 매 학기 40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대규모 강좌이며, 수강생들은 특강을 듣고 깨달은
점이나 앞으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소감문 형태로 제출한다.
‘글로벌리더십’ 과목은 글로벌 공동체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성과 소양을 기르기 위해 설계된
교양과목으로 팀기반 토론학습으로 진행된다. 자기성찰과 사회적 관계 형성, 공감과 소통, 인권, 정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팀원들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생각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
는 연습을 하고, 수업 말미에는 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수업시간의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이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성찰하도록 한다.
‘인성함양 신입생길잡이’ 과목은 수시와 정시 합격생 중 등록을 마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학
전에 운영되는 교양교과목이다.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조기 적응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활동을 체험과
실천 위주의 인성 친화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학 전에 2박 3일 동안 생활관에 입소하여 기숙형으로
진행된다. 학내 강의실에서 팀을 나누어 다양한 인성 관련 주제로 토론 활동을 진행함과 더불어 연극
관람, 박물관 탐방 등의 체험 활동도 진행된다.
비교과영역의 ‘학예사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탐방’은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 및 소양 교육의 일환으로
역사 문화교육과 탐방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이다. 2019학년 2학기
에 2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일제강점기의 부산’과 ‘조선의 선비문화’라는 주제로 탐방을 하였다.
‘인성문화캠프’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인격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
이다. 2019학년 2학기에 2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울산 숲 체험 마을과 전주한옥마을에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사제동행 ‘신입생세미나’는 학과별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신입생들의 안정적 대학 생활 정착과 자부심
고취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신입생들의 비전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공동체적 삶을
위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학과 지도교수와 신입생이 한팀을 이루어 학과와 관련된 현장 탐방을 하였다.
인성교육 활동은 프로그램별로 참여 대상을 구분하여 학년별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
록 배치하였다. 1학년 학생이 참여 대상인 프로그램은 사제동행 ‘신입생세미나’가 있고, 1학년 학생을
참여인원의 절반으로 할당한 ‘도전과 창조’ ‘글로벌리더십’이 있다. ‘학예사와 함께하는 역사탐방’, ‘인성문
화캠프’는 학년 구분 없이 전체 학생에게 제공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C 대학의 교과목과 비교과프로그램 중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인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성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학년
구분과 관계없이 전체 참여자들은 도덕적 인식과 책임감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덕적 지식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인에 따른 인성 실태는 대체로 입학예정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학년
학생은 다른 학년과 비교하여 모든 인성 요인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학년에 따른 인성발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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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으로 전개되지 않고 하락과 상승의 변화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의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인성의 요인을 도덕적
지식, 도덕적 인식, 책임감, 자기 존중, 자기조절, 배려/봉사, 역량/의지로 구분하고 요인간의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도덕적 지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도덕적 인식과 책임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덕적
지식은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이해하는 구인으로 전체 참여자들에게 공통
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판단과 감정을 효율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의지
구인 중 일을 추진할 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지 묻는 문항도 특히 낮게 나타났다. 현재의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 구도에서 강의 위주의 개별적 학습구조를 체험하여 대학에 입학하였다. 4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 또는 자신의 인생에서 학업이나 진로 선택과 같은 개인적인 선택의 순간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생 각자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도덕적 실천을 해나가도록 돕는 과정이 인성교육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를 책임지는 다양한 기회가 대학 생활 동안 풍부하게 제공되
어야 한다.
둘째, 대학생의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 비교 결과
입학예정자가 모든 인성 구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1학년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입학예정자가
대학에 입학하여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대학 생활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이 의미 있는 인격적⋅지적 성장이 되도록 1학년 학생들에 대해 전체 로드맵
을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대학의
교육목표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대규모 캠프나 탐방과 같이 학교가 마련한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이 기획하고 실행하여 스스로
가 교육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양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성실
태와 대학 생활을 이해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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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

김은주(을지대)

Ⅰ. 서론
최근 많은 대학들이 전공 및 교양교과 중심의 교육 외에 다양한 역량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과과정 이외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업무역량은 전공 및 교양교과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으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
의 역량, 소양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다.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주요 교육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자율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세계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하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의 목적 이외에 정규 교육과정을 지원 또는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대인관
계, 진로, 학업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akoban, Alijarallah, 2015; Guevremont Findlay,
& Kohen, 2014), 교과과정의 학문적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보경
외, 2012).
국내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인문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교육내용이
많다(김지일, 장상필, 2014).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인성, 사회봉사, 진로지도, 학습지도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비교과 프로그램은 단지 인문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제한적으로
교육내용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을 지원하고 심화할 수 있는 차원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실제 관련 교과목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
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양교육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서
는 교과와 비교과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마련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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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양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교양교육에 있어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체계
와 성과관리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
램 운영체계와 E대학의 교양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및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양교육 발전에 있어 교양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사례 분석이다. 분석 자료로 우선 숭실대, 단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등 총 8개 4년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은 E대학의 교양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와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자체평가 보고서, 교양교
육 학습성과 분석 보고서, HUMAN 핵심역량 진단분석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한다.

Ⅱ. 사례기반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 분석은 핵심역량 유무, 전산시스템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가이드,
학점연계 및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각 대학별 운영체제 특징과 장⋅단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
학교명

시스템명

핵심역량 구성

마일리지제도
유무

학점연계제도
유무

전산 시스템
운영 유무

가이드 제공
유무

숭실
대학교

FUN 시스템

창의, 융합, 공동체, 의사소통,
리더십, 글로벌

유

무

유

유

단국
대학교

영웅 스토리

자기주도, 의사소통, 문제해결,
전문지식, 세계시민

유

무

유

유

동국
대학교

DREAM PATH+

창의융합, 정보기술활용,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기개발 및 관리, 글로벌

유

유

유

유

이화
여자
대학교

E3 시스템

지식탐구, 세계시민, 공존공감,
문화예술, 창의융합

유

무

유

유

다빈치 5대 역량
RAINBOW 시스템 (소통능력, 신뢰성, 도전정신,
창의력, 융합능력)

무

일부

유

유

중앙
대학교
인하
대학교

더 배움 프로그램

자율책임, 의사소통, 창의사고,
지식활용, 공감협동,
글로벌 6대 역량

유

무

유

유

가천
대학교

WIND 시스템

협업봉사, 비전도전, 문제해결,
의사소통, 정보문해, 세계시민

무

무

유

유

한신
대학교

Re:SPECT 시스템

리더십, 인문, 지식정보, 소통,
창의융합, 글로벌

유

무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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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숭실대학교의 경우, 핵심역량과는 별개로 7대 학습역량(고등사고력, 창의성, 문제해결력,
정서, 동기, 학습전략, 학습환경관리) 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역량에 따라
단계를 역량개발→역량강화→역량활용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이수체계를 갖고 있으며, FUN 시스템은
3대 추진전략 별로 운영하고 역량별 인증(MAX인증)과 종합인증(숭실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핵심역량과는 별개로 학습역량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국제화, 진로심리 상담
지원, 성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목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과별 마일리지 최고 득점자 2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학생역량 진단분석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역량진단, 경력관리, 전문상담, 이력DB구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단순 비교과 프로그램의 통합관리가 아닌 역량 및 경력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3대 인재상과 5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Experience의 머리글자로 실천하는 인재-나(개인), 우리(사회), 누리(세계)의 3차원적인 비교과 활동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직무역량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빈치 핵심역량, 직무역량, 창업역
량으로 구성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년별 관리가 가능하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총 103개의 프로그램으로 19개 부서 및 공과대학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년별이 아닌 인식→개발→고취→유지의 4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천대학교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운영 전담 부서(아르테크네센터)가 있고, 비교과 프로그램
전산시스템과 학생이력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개발 중에 있다.
한신대학교의 경우, 학부(교수-학생) 중심 비교과프로그램이 총 358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관련 시스템(비교과프로그램관리, 데이터 분석, 역량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역량지
원센터가 비교과와 IR의 기능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Ⅲ. E대학 교양 교과목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1. E대학 교양 교과목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E대학 교양 교과목은 대학의 5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교양 교과목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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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대학의 교양 교과목 연계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
역량
H

U

교양 교과목명
작문과 화법
인성과 대학생활
인성과 미래설계
대학영어I
영미문학의 이해

M

EU인문과학 콘서트

A

인성과 대학생활
인성과 미래설계
EU인성세미나

N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교과

-오거서1, 2 프로그램

인문

-EU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인문

-EU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인문

-EU예비대학 영어집중 프로그램

영어

-EU영어능력향상프로그램

영어

-EU글로벌⋅창의역량강화프로그램

영어

-생명윤리기반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과학

-창의공작소

인문

-EU 후마누스인성프로그램

인성

-EU 호모후마누스인성프로그램

인성

-EU HCL인성프로그램

인성

작문과 화법

-국어클리닉
-EU소통⋅창의역량강화프로그램

국어

영어회화 I

-영어 클리닉

영어

E대학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E대학의 5대 핵심역량인 인문학적 역량(H : Humanitic), 글로
벌 역량(U: Universal), 창의융합역량(M : Multidisciplinary), 봉사헌신 역량(A : Altruistic), 소통협업
역량(N : Networking) 기반 교양 교과목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문학적 역량(H : Humanitic)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 중 [작문과 화법]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은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이고, 1학년 전체 교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대학생활], 2학년 전체 교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미래설계]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1, 2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독서활동 중심의
오거서 I, II 프로그램과 지원학생 중심의 2박3일 현장체험활동으로 구성된 EU 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글로벌 역량(U: Universal)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 중 [대학영어 I]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신입생 대상 입학전 시행되는 EU예비대학 영어집중 프로그램, EU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있고, [영미
문학의 이해]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EU글로벌⋅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창의융복합 역량(M : Multidisciplinary)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 중 [EU인문과학콘서트]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창의융복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생명윤리기반 창의융복합
교육 프로그램과 창의공작소 프로그램이 있다.
봉사헌신 역량(A : Altruistic)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 중 1학년 전체 교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대학생
활], 2학년 전체 교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미래설계]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1, 2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EU 후마누스 인성프로그램과 EU-HCL 인성프로그램이 있다. 3~4학년은
[EU 인성세미나]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생주도 팀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EU호모 후마누스
프로그램이 있다.
소통협업 역량(N : Networking)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 중 [작문과 화법]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1:1글쓰기클리닉으로 운영되는 국어클리닉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고, 말하기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하는 EU소통창의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이고, 1학년 전체 교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대학생활],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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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양필수 교과인 [인성과 미래설계]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1, 2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독서활동 중심의 오거서 I, II 프로그램과 지원학생 중심의 2박3일 현장체험활동으로 구성된 EU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이처럼 E대학 교양 교과목의 5대 핵심역량 기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현재 해당 교양교육의
목표인 인성, 소통,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교양교육의 목표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E대학 교양교육 목표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도

E대학은 교양교육의 목표인 인성, 소통,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달성하기 위해 인성 영역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EU후마누스 인성프로그램 외 4개 인성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통 영역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국어클리닉 외 5개 국어, 영어, 독서활동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의성 영역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EU창의공작소 프로그램 외 1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대학은 교양교육 목표 3개 영역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총 13개 운영하고 있으나, 교양교육 목표
영역별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의 균형성이 미흡하다. 특히, 창의성 영역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의 운영에 비해 적은 수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개방형 혁신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창의성 영역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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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대학 교양교과목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E대학 교양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매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데이터 기반 정기적인 환류체계로 교양교육의 질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그림 2] E대학 교양교육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체계

그림 2와 같이 E대학 교양교육은 성과관리를 위해 우선, 인성영역, 기초영역, 핵심영역으로 구성된
교양교육영역별 성과관리를 위해 인성영역의 경우 [인성과 대학생활], [인성과 미래설계] 교과목으로
해당 교과목 수강 후 인성발달 변화와 수업만족도 측정과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기초영역의 경우 1학년에 교양필수로 이수하는 대학영어I의 수준별 영어교육을 위해
해당 교과를 중심으로 모의토익 진단평가를 전체 실시한 후 수준별 반 편성에 따른 교육을 진행한다.
핵심영역의 경우 E대학의 HUMAN 핵심역량에 대한 사전, 사후 진단을 실시하여 교양교육의 투입에
따른 교육효과성을 분석한다.
또한 교양 교과 지원 전체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해 비교과프로그램의
만족도, 효과성 등을 진단하여 환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양교육의 학습성과는 홍성연 외(2016)의
‘교양교육 영역별 성과진단 방안연구’에서 개발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교양교과와 비교과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교양교과의 교육만족도를 진단하여 역량기반
교양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과 교양교육 운영 개선에 환류하고 있다. 교양교육 만족도는 한국교육개발
에서 5개년(2013-2017) 계획으로 미국의 NSSE, CSEQ 등을 참고하여 한국 대학 상황에 맞도록 국가수
준의 교수-학습역량진단도구(NASEL: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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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영역 중 교양수업에 대하여 목적 적합성과 방법의 적절성, 운영의 효과성 및 효과성 면에서 학생들
이 느끼는 바를 조사한 문항으로 측정한다.
교양교육의 TQM 체계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담당교수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교수자가 교과목을 통해
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성과와 실제로 수강생들이 그 교과목을 통해서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학습성과
사이에 발생하는 미스매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성찰하도록 교과목별 CQI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교양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교양교육에 있어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체계와 성과관리의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분석하고,
E대학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와 그에 따른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에 있어서 비교
과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운영체계와 성과관리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많은 4년제
대학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가이드, 학점연
계 및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대학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분석결과, E대학은 핵심역량 기반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관리는 EU-TQM시
스템이라고 하는 성과관리 통합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환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교육은 학생중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가치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Lunnenburg, 2010). 이처럼 비교과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는 달리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요구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공되어야 하고(김수연, 이명관, 2016),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E대학의 EU-TQM 성과관리 시스템은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진단, 성과분석 및 개선으로 연결
되는 종합적인 질 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인성영역, 기초영역, 핵심영역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
조사, 교양교육전반과 수업에 대한 재학생 인식 및 만족도조사,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참여율과
만족도 조사 등의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기관의 자료인 학습성과 진단도구를 활용한 기초학습역량, 지식
⋅경험⋅사고 능력 등을 포함한 교양교육과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연도별 종단분석, 핵심역량의 향상도 분석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기반으로 교양교육과 교과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 성과관리 시스템은 18년에 체계화를 하여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E대학은 학내 설치된
IR센터와 교육과정인증센터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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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과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사례

김충섭(수원대)

1. 서론
현재 수원대학은 3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비하여 2021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2017학년도에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행 교양교육과정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 그리고
학내외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편하고자 한다. 교양교육 학점과 시수체제를 개편하고, 전공수업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교양교과목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과학 교양교육 개편 작업은 교양교육과정 개편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과학 교양교육 개편 작업은
국내외 대학들의 과학 교양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의 과학 교양교육 관련 연구 자료들을 조사
연구하여 현 시대의 큰 흐름과 사회적 요구, 그리고 가능한 한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까지 모두 수용하여
수원대학의 실정에 적합한 과학 교양교육의 개편 방향을 결정하고, 2021학년도부터 적용할 과학 교양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2. 과학 교양교육의 혁신의 필요성
과학 교양교육은 단순히 과학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과학 교양교육의 목적은 과학소양
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과학소양을 가진 사람은 과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
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자연 세계에 친숙하고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식하는
사람이자 과학 지식과 과학적인 사고를 개인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과학소양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도록 바뀌었고, 과학 교양교육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1) 미국 대학의 과학 교양교육
미국 대학에서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과학에
대학 과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사례

●

349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대학들에게 있어서 ‘일반교육’의 목적은 “전문화의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의 언어와 공통의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 방위적인
교육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미국 프린스턴 대학)이다. 일반교육은 또한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자 잘 교육받은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전공의 방법과 내용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버드 대학)이다.
미국 대학들은 과학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자연과학 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 경험”과 “전문화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프린스턴 대학)으로, 대학의
학생들은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문, 사회, 자연 모든 영역에서 교육을 받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은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자연과학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의 책무와 권리의 토대로서 과학적 사고, 과학 지식 습득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과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2) 국내 대학의 과학 교양교육 현황
국내 대학들은 과학 교양교육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해왔다. 과학, 인간,
사회에 접근하여 통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국내 대학들은 미국의 대학들과 달리 과학 교양교육의 목적을 설정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는 데 등한시 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학교육이 당면한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의 부상에 따른 산업계 전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추동력은
물리, 정보, 생체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들의 융합으로 특징 지워지는데, 현재 대학의 교육 시스템
으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대학 교육은 인문학과 과학이 분리되고,
순수분야와 응용분야가 나뉘어 있으며 실제 교육콘텐츠보다 학위가 더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육과정에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MOOC와 같은 on-line 강좌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에서는 물리공간에서 면대면 교육 또한 필수적이므로 이들의 적절한 융합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인하여 면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교육뿐 아니라 초중
고의 모든 교육이 on-line 수업으로 대체되었다. 앞으로 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온라인 교육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방법이 앞당겨 도입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인하여 갑자기 과학 교양강좌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과학 교양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
다. 앞으로 온라인 과학 교양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과정을 거친다면, 온라인 강좌는 과학
교양교육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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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대학의 과학 교양 교과목 이수체계
대학에서의 과학 교양교육은 과학전공자를 위한 수학과 기초과학을 교육하는 BSM(Basic Science
& Mathematics) 교육과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BSM 과목 이수체계 및 교과목 개설 현황
현재 BSM 교과목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사하게, ‘물리학 및 실험’, ‘화학 및 실험’, ‘생물학 및
실험’, ‘통계학’, ‘수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교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BSM 과목은 이공계 전공에
필요한 공통 도구 과목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학별로 큰 차이도 없고, 교과의 내용도 전공
기초 개념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상대적으로 이공계열 소속 학과가 많은
대학에서는 ‘지구과학’, ‘대기과학’, ‘지질학’, ‘해양학’, ‘환경학’ 등 많은 과목을 개설한 후 해당학과와
유관성이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일정 학점 수 이상 이수하게 하고 있다.

2) 과학 교양 교과목 이수체계 및 운영 현황
현재 국내 대학의 과학 교양교과목은 ‘공통교양’, ‘핵심교양’, ‘공통교양과 핵심교양의 혼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과학 교양 교과목을 핵심 교양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경희대와
인하대 등)은 공통교양으로, 또 다른 일부 대학(한양대와 한동대 등)은 핵심교양과 공통교양으로 동시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약 50% 정도의 대학이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과학교양과목을 의무 이수하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 대학의 경우, 기초과학 교양교육은 ‘일반교육’으로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과학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이수체계에서 과학 영역을 ‘생명과
학’ 영역과 ‘물질과학’ 영역으로 나누고 반드시 한 과목씩 수강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 영역에서 각각 2과목을 배정하여 지식 습득의 형평성을 취하는 전통
방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강의 과목 이외에 실험 실습이 동반되는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3) 과학 교양 교과목 개설 현황
과학 교양교과목 유형은 입문형, 주제형, 융⋅복합형의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입문형은 개론적
수준에서 수학과 과학의 각 분야를 소개하고 요점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과목들이고, 주제형은
개론 수준을 넘어 수학 및 과학의 각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와 심화에 초점을 두는 교과목들이다.
그리고 융⋅복합형은 수학 및 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관계 파악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과목들이다.
문제는 과학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들이 과학 교양교육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통교양 과목으로 개설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팅사고’와 같은 과목은 과학적 사고함양이라
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은 취업준비 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과학
교양교육 과목이라기보다는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 그쳐서 과학적 사고 함양에는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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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실정이다. 외국 대학의 경우 이런 교과목들은 정량적 사고나 수리⋅논리 분석, 컴퓨팅 사고를
함양하는 교과목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핵심교양이 아닌 공통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대학들이 과학 교양 교과목에 대한 의무이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이수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대개 1개 과목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균형 잡힌 학교육이나 수리⋅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검증능력 함양이라는 과학 교양교육 본연의 취지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 과학 교양교육 개선 방향
대학의 과학 교양교육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현 시대의 큰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의 과학 교양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과학 교양교육의 목표 설정
현재 국내 대학들의 과학 교과목에 대한 이수 학점이 미국대학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학문 영역에
비해 현저히 낮고, 또 개설된 교과목들의 내용도 대학마다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차이는 대학에 따라
과학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 교양교육의 목표에 대한 정의
가 없거나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 교양교육의 개선에 앞서서 먼저 대학의 과학 교양교육이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롭게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교양교육에서 과학교육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2) 과학 교양 교과목 의무 이수 체계 개선
국내 대학들의 과학 교양 교과목 학습 시간은 미국 대학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다. 이공계
대학에서의 BSM 교과목 이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과학 교양 교과목 이수는 많은 대학들이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의무 이수를 제도화한 대학들도 1 과목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배분이수제에서
인문, 사회과학 영역 학생들은 자연과학 분야를 반드시 1 과목 이상을 의무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기 일반 시민들 차원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대학 공통 교양에서 과학교육의 비중이 높아져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과학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지원
국내 대학들의 과학 교양교과목 개설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과학 교양교과목 개설 수가 매우 부족
하다. 특히 융복합형 교과목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는 대학의 과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머문 채 답습하고 있어서 대부분 입문형과 주제형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보인다.
입문형 교과목이나 주제형 교과목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입문형과 주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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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들은 대개 개론 차원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거나 서로 다른 분과의 내용을 병렬식으로 늘어놓
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강좌들이 많다. 이 때문에 융복합형 교과목을 늘리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융복합형 위주의 교과목 개설 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교과목 개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교과목 운영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융합교과목은 대개 팀 티칭 형태로 운영되므로 한 교과목
을 여러 사람이 가르치게 되는데 현재의 행정제도상으로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원대 과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
수원대학은 앞에서 살펴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2021학년도부터 적용할 과학 교양교육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과학 교양 교과목을 핵심교양으로 지정한다
그 동안 수원대학에서는 과학 교양과목이 속한 영역(제5영역, 자연 및 과학) 안에 ‘과학’, ‘기술’,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과목들이 혼재하고 있었으나, 이들 과학 교양과목을 이들과 분리해서 ‘기초과학
영역’으로 새롭게 편성하여 과학 교양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 과학 교양 교과목을 필수선택과목으로 지정한다.
현재 대학 과학교양 교육에 있어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의무시수를 강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 동안 수원대에서는 기초과학 교양을 모든 학부에서 필수선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1학년
도부터는 필수 선택과목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다만 2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직 합의가 부족하여
1 과목으로 규정하는데 그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모든 단과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개선된 것이다.

(3)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과학 교양과목을 개설한다.
과학의 분야는 크게 물질과학과 생명과학으로 대별되는데, 수원대학에서는 생명과학 관련 과학 교양
과목이 수년 째 개설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과학의 균형적인 지식습득에 문제가 있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21년 학년도부터는 생명과학과
물질과학 분야의 강의를 모두 개설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학 교양교과목의 3가지 유형(입문형, 주제형, 융⋅복합형)으로 대별되는데, 수원대학은 이
3가지 유형의 강좌를 모두 개설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과학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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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을 병행하는 과학 교양과목을 개설한다.
수원대학은 과학 교양과목에 실험실습과목을 개설할 것이다. 미국의 대학들을 이론 강의 과목 외에
실험 실습이 동반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의 이론은 실험적 검증을 거쳐서 확증된다는
과학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이 실험실습은 기존의 과학 실험 수업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활과학 중심의 실험 수업으로 진행할 것이다.

5. 결론
수원대학은 국내외의 여러 대학의 과학 교양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선정하고 2021학년도에 개설할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수원대학에서는 2021학년도부터
모든 단과 대학의 학생들은 다음 과학 교양교과목들 중 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표 1] 2021 학년도 수원대학에서 개설 예정인 과학 교양과목
유형
입문형

주제형

융복합형

교과목명

내용

분야

생명과학의 이해

세포와 생명, 유전과 진화, 생물계의 이해

생명과학

자연과학의 이해

생명과 물질과학, 자연과학이란 무엇인가?

자연과학

생활 속의 과학원리

일상생활 속의 과학, 과학적사고 길들이기

자연과학

예체능 속의 과학원리

음악, 미술, 인체와 운동속의 과학 원리

예체능+과학

인간과 우주

인간이 발견해 온 우주의 역사, 천체관측

자연과학

과학의 언어, 수학

수와 식, 그리고 수학으로 보는 과학

과학+수학

신화와 과학

신화와 과학을 통해서 보는 인류문명의 역사

인문+과학

과학 철학

과학과 비과학, 과학을 배반하는 과학

인문+과학

과학과 기술의 역사

과학과 첨단기술, 과학과 기술의 역사

과학+기술

유레카! 과학의 발견

이론과 실험으로 배우고 확인하는 과학

이론+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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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미(수원대)

1.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때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
만, 새로운 시대는 가상현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식의 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식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될 뿐 아니라 지식의 융합이 강조되고 IT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이
확산되는 시대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되고 있다(백승수, 2017). 즉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이 확산되는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지니는 이러한 특징이 앞으로의 미래 대학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백승수(2019)는 4차 산업혁명이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을 지닌 4차 대학혁명을 요청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플랫폼 대학으로, 이는 개방과 공유, 융합과 소통, 창의와 혁신을 지향하는
플랫폼의 의미 그대로, 기존처럼 물리적인 대학에 굳이 입학하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융합 대학으로 기존의 분과 중심의 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학문 칸막이를 제거하고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것이 가능한 대학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혁신 대학으로, 빠르게 발전한 스마트 기제를 활용하여 가르치는
방식과 배우는 방식에서의 혁신을 요구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기업가 대학으로, 대학이 산업계,
정부, 지역사회 등과 소통하며 지식과 기술의 이전, 사업화와 창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도 기여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조헌국(2017)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에서, 앞으로의
대학은 미래 사회의 공유 경제의 영향을 받아 플랫폼의 공유가 강조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온라인을
통한 학습매체의 발달과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여러 지역에 흩어진 다양한 학습자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며 학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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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새로운 학습 환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았다. 김종규, 원만희(2018) 역시 4차 산업혁명이 강조하
는 변화의 핵심을 플랫폼으로 보고 플랫폼으로서의 대학 교육이 새로운 교육 이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플랫폼이란 서로 다른 영역들이 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로, 분과학문에 기초한 전공
중심의 현 대학교육이 강조하는 기존의 학문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18년 개최된 다보스 포럼(장필성, 2016)이나 이상민(2018), 조헌국(2017) 등은
이제 대학이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학생들의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학의 교양교육이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OECD가 주장하는 핵심역량의
범주는1) 자기관리와 관련되는 자율적 행동, 대인관계관리와 관련되는 타인과 상호작용, SNS 등 인터넷
정보와 관련되는 도구 활용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 능력은 자기 나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형성 능력,
인생계획 수립 능력, 자신의 합당한 권리 및 이해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협동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언어, 상징, 텍스트의 활용 능력,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이다. 또한 OECD가 제시하는 핵심역량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
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4C로, 대학 교육이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역량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분명 대학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인 교양교육에서의 변화 역시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양교육의 방향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MOOC 기반의 교양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MOOC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플랫폼 대학,
융합 대학, 혁신 대학이라는 대학의 특징에 부합하는 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들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기반으로(online), 미리 정해진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의미하는 K-MOOC(교육부, 2015)은, 전 세계에 개방되어
있는 대학의 우수 강좌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공 칸막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을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고, 과거의 온라인 수업에 비해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
는 수업 설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MOOC의 발전은 미국이나 해외 국가들보다 훨씬 늦게 출범하였다. MIT나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을 선두로 MOOC을 시작한 미국은 이미 2012년 ‘MOOC의 해’라고 불리울 만큼 성장하였
다면(Pappano, 2012), 우리나라는 2015년이 되어서야 국가차원에서 공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MOOC
교과목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MOOC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고등평생학습체제로서
K-MOO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K-MOOC 교과목 개발, 플랫폼 구축, 지속이용가능요인 등과 같은
연구들은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대학에서 K-MOOC이 교과로 운영되는지 비교과로 운영되는
지, 운영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수율은 어떠한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
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박창언, 2016; 구예성, 2016; 박태정, 나일주,
2016).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교양교육으로서 K-MOOC이 개별 대학에서
1)

https://www.google.com/search?q=DeSeCo&oq=De&aqs=chrome.0.69i59j69i57j0l6.7258j0j8&sourceid=chrome&ie
=UTF-8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K-MOOC 활용 사례 및 과제

●

357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서 K-MOOC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둘째, OECD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이나 4C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서 K-MOOC의
성과는 무엇인가?
셋째,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양교육을 위해 앞으로 K-MOOC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II. K-MOOC의 의미와 성장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교실에서 진행되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료 개방 운동(OER, Open Educational Research)을 이끌어내었다(전영미, 조진숙, 2019).
MOOC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새로운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강 인원의 제한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강 가능하며 웹기반으로 미리 정해진 학습목
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를 의미하는 MOOC이 기존의 온라인 교육이나 OCW와 다른 점은, 기존 온라인
수업의 경우 특수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어 돈을 내고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면, MOOC
은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구예성, 2017), OCW가 교수자의 강의를 단방향으로만 들을 수 있었다
면 MOOC은 교수자의 관리를 통해 학습자가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MOOC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MOOC이 대학교육에 주는 의미를 분석해보면,
대학이 기존에 갖고 있던 폐쇄성과 보수성을 탈피하여 대학 캠퍼스의 한계를 벗어나 전세계 대학의
지식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오예진, 2017; 이면재, 2017; Baturay, 2014)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그에 맞는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융통성있게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병현, 2017; 교육부, 2015)이다. 이 두 가지 점은 앞서 살펴본 새로운 시대가
대학교육에 요구하는 플랫폼 대학과 융합 대학, 혁신 대학의 특징과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개방과 공유를 의미하는 플랫폼 대학은 기존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의미이나 대학의 울타리내에서도
타대학의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MOOC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분과 중심의 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학문 칸막이를 제거하고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것이 가능한 대학을 의미하는 융합 대학은 전공 분야
이외의 교과목을 손쉽게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MOOC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급속하
게 발전하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가르치는 방식과 배우는 방식에서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혁신 대학은 대학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설계가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이 활발히 일어나는 수업 설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MOOC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K-MOOC은 2020년 현재 116개 대학에서 개발한 802여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 K-MOOC 홈페이지에 제시된 이들 강좌의 학문 분야 및 교양과 전공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K-MOOC 강좌의 분야는 인문사회가 가장 많고 공학과 자연계열이었다.
교양과 전공의 비율에서는 교양이 5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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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MOOC 강좌 분야 및 교양⋅전공 비율
인문사회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435(54%)

180(22%)

85(10%)

44(5%)

49(6%)

194(58)

108(32%)

32(9%)

K-MOOC이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구예성(2016)의 구에
의하면 포항공대와 고려대, 부산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세종대 등의 대학에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학 명의의 이수증이나 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대는 주로 플립트 러닝의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대와 포항공대, 카이스트는 공학분야의 MOOC을 공동 개발하여 학점
교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자와 학생들이 희망하는 K-MOOC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한 강경희
(2017)에 의하면, 학생들은 타학문분야의 기초학습을 위해 교양교육과정으로 듣고 학점으로 인정되거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교수들은 수업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활용하기를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MOOC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K-MOOC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한 박태
정과 나일주(2016)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해 만족하며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제물에 대한 피드
백이 미비하고 토론 주제의 깊이가 낮고 실시간 토론이 어렵다는 단점과 화면 깨짐과 같은 기술적 오류에
대한 불만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단희(2016)는 K-MOOC에 학점이 부여되지 않거나 온라인 강좌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전영미와 조진숙(2019)는 K-MOOC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학기 중에도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들을 수 있어 만족하며, 전공과 다른 분야의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생각보다 강의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MOOC 플랫폼의 안정성이나 모바일 환경의 적합성이 더 개선되어야 하며 대학 수준에 맞는 내용과
학생과의 상호작용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III.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K-MOOC 활용 사례
1. 소양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K-得 프로그램 활용
본교에서 운영하는 K-MOOC을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인 K-得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지원자격과
지원사항,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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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K-得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지원자격, 지원사항, 인증기준
구분
목적

내용
- 대학내 미개설 과목에 대한 학습의 기회 제공
- 전과 학생 및 편입생의 선수학습 기회 제공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활동하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창출

지원자격

- 수원대학교 재학생
- 팀별 모집(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

지원사항

- 교양과목 인성과 삶의 가치 1학점 이수
- 장학금 지원

인증기준

- K-MOOC 온라인 강좌 이수증 제출

2. K-得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및 일반적 특성
2017년부터 K-得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수 및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
램을 처음 시작한 2017년에는 겨울방학동안 운영하였으며 총 62명이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1학기와
하계방학, 그리고 2학기동안 운영하였으며 총 408명이 참여하였고 2019년에는 1학기와 2학기동안 운영
되었고 총 279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총 참여자 중 설문 조사에 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성별이나 학년, 단과대학별 특성을 분석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1학년보다
는 2,3,4학년의 참여율이 훨씬 높았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과 IT대학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과 예체능대학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표 3> 수원대학교 K-得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년도

참여자수

2017학년도 동계

16개팀 6개 교과목 62명 참여,

2018학년도

105개팀 50개 교과목 408명 참여

2019학년도

72개팀 39개 교과 279명 참여

<표 4> 수원대학교 K-得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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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계

2018년

2019년

총

남

31(50%)

156(41%)

52(19%)

239(33%)

여

31(50%)

224(59%)

225(81%)

480(67%)

1학년

9(14%)

50(13%)

12(4%)

71(10%)

2학년

10(16%)

113(30%)

101(37%)

224(31%)

3학년

24(39%)

97(25%)

134(48%)

255(35%)

4학년

19(31%)

120(32%)

30(11%)

169(24%)

인문대학

8(13%)

39(10%)

43(15%)

90(13%)

경상대학

9(14%)

48(13%)

66(24%)

123(17%)

공과대학

11(18%)

134(35%)

61(22%)

206(29%)

IT대학

34(55%)

94(25%)

32(12%)

160(22%)

건강대학

51(13%)

29(10%)

80(11%)

예체능대학

14(4%)

46(17%)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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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得 프로그램의 이수율 및 타전공학습정도와 만족도
다음으로 K-得 프로그램의 이수율 및 타전공학습정도와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7학년도에는 87.1%,
2018년도는 88.2%, 2019년도에는 91.4%로, 우리나라 평균 이수율인 19.2%와 비교하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9). 그리고 타전공 학습 정도는 각각 50%, 64%, 73%로 매우 높아 자기 전공
이외의 교과목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K-MOOC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은 평균 4.4였으며, 학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 역시 평균 4.4였으며, 강좌에의 참여도도 4.4로 높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K-MOOC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4.4로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 K-MOOC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K-MOOC 강좌의 편리성과 유용성 및 참여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5> 수원대학교 K-得 프로그램 이수율, 타전공학습정도 및 만족도
2017학년도

이수율

타전공학습

편리성

유용성

참여도

만족도

87.1%

50%

4.1

4.2

4.1

4.2

2018학년도

88.2%

64%

4.4

4.5

4.5

4.5

2019학년도

91.4%

73%

4.6

4.4

4.5

4.5

(편리성, 유용성, 참여도, 만족도 5점척도)

<표 6>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원대학교 K-得 프로그램의 장점

편리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2017년 참여자)
“강의시간이 제한적이지 않아 학교 시험기간에는 시험공부에 집중하고 여유로울 때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며 학점 관리에 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도 되어 프로그램 활동에 참가 하게
되었다”(2018년 참여자)

유용성

“다가가기 힘든 학문에 쉽게 접근하였다.”(2017년 참여자)
“학과 특성상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이 한정적이라 아쉬웠다. 그런데 다양한 대학교의 교양을 들을 수 있을뿐더러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게다가 강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평소 관심이 있던 한국사에 대한
강의를 발견하고 듣게 되어 좋았다”(2018 참여자)
“전공과 다른 다양한 방면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2018 참여자)
“문과였기에 이과과목 배우기 힘들었는데 배울 수 있었다.(2018 참여자)

참여도

“스터디를 하다 보면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활동 계획이 흐지부지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 내용을 보고서로 올려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스터디를 하는 데 활동목적이 분명하게
생겨서 팀원들도 항상 모이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 그런 점이 좋았다”(2019년 참여자)

4. OECD 핵심역량 및 4C 관점에서의 K-MOOC의 교육적 성과
한편 K-MOOC 강좌 활용에 따른 교육적 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OECD가 제시하는 9개
핵심역량과 4C의 관점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OECD 9개
역량 중 인생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능력, 협동하는 능력의 3개 역량과
관련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4C의 경우는 모든 역량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종합해보
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능력,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교육과정을 스스로
찾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전공 관련 또는 전공 이외의 과목을 들으면서 기존의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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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심화해보는 능력 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OECD 핵심역량 및 4C 관점에서의 K-MOOC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핵심역량 영역

구체 의견

넓은 시각에서 행동하는 능력
자율적 행동
(자기관리)

“누군가가 정해준 계획서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팀원끼
인생 계획 수립 및 실행 능력 리 강의계획서에서부터 활동내용, 수강 할 강의까지 정하며 능동적으
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2019년 참여자)
자신의 권리, 관심, 한계,
욕구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

OECD
타인과 상호작용
(대인관계관리)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능력

“조원들과 생명에 대해 얘기해보면서 서로가 느꼈던 것을 공유하면서
같은 것을 배워도 주의깊게 듣고 더 잘 이해하는 부분이 다른 것을
보면 신기했고 좋았다”(2018년 참여자)

협동하는 능력

“스터디그룹을 짜서 공부를 같이 다독여주며 하게 되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2018년 참여자)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언어, 상징, 텍스트 활용 능력
도구 활용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
새로운 기술의 활용 능력
비판적사고력

“토론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강의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점이
만족스럽다”(2017년 참여자)

창의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보
고 보다 폭넓게 강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다”(2019년 참여자)
“우리 학교의 교수님이 아닌 다른 학교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특히 비슷한 내용이지만 거기서 심화된 내용도 배웠고 학교 수업과
비교해 가며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었다”(2019년 참여자).

협업능력

“조원들끼리 서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며 문제해결을 극복해가니
나의 지식도 쌓을 수 있고 팀워크도 좋아졌다”(2018년 참여자)

의사소통능력

“팀을 이루어 같이 하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을 수 있었고, 서로에
게 모르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으며, 함께 토론을 할 수 있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2019년 참여자)

4C

IV.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K-MOOC 활용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양교육을 위해 K-MOOC이 개별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는 살펴보면, 먼저 K-MOOC은
소양교양교육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1학점이 부여되었다. 남학생보다
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수강하고 있고, 1학년과 4학년보다는 2, 3학년이 더 많이 수강하고 있다. 학문
계열로 보면 공과대학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수율은 평균 89%정도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
고 있으며 타전공 학습률 역시 50%, 64%, 73%로 매우 높았다. K-MOOC 수강의 편리성과 유용성,
그리고 K-MOOC 수업에의 참여도는 각기 .4%였고 전체적인 만족도는 4.4%로 높았다. 학생들이 인식하
는 K-MOOC의 성과로는 전공과 다른 분야와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과목의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유용했다는 의견과 팀원들간의 협력에 의한 적극적인 학습에의 참여도, 그리고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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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참여를 들 수 있다. K-MOOC의 성과를 OECD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자율적 행동의 인생계획 수립과 실행능력, 타인과 상호작용에서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능력과 협동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4C에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분석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 및 역량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K-MOOC은 분명 지식의
개방과 공유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학교나 전공이 제공하는 못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 중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수업 설계를 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의 의미를 가진다. OECD에서 제시한 역량이나 4C의 관점에서 성과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대학교양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서의 K-MOOC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질 좋은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K-MOOC이 정부주도로 활성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세계나 핵심역량 향상과 관련된 교과목
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요구되는 융합 학습은 기존의 학문 분야를 뛰어 넘어 융합 문제나 주제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학습이다. 이는 미국 교양교육협회(AAC&U)가 강조하는 큰 문제(Big
Question) 중심의 교육과 같은 것으로(김종규, 원만희, 2018), 개별 학문분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한데 어우러져 해결해보는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K-MOOC을
통한 융합 학습은 학교내에서 수강하기 어려운 전공 이외의 타학문분야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융합적 문제 또는 주제 중심의 융합 교과목과는 거리가 있다. 사례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졌듯이, 2019년
타학문분야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74%나 된 것은 K-MOOC을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전공
이외의 타학문 교과목을 학습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K-MOOC이
병렬적 수준에서의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교육적 성과라고 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
는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큰 문제 중심의 융합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대학교양교육과정으로 K-MOOC이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K-MOOC의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 세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K-MOOC의 이수율은 높지
않다. 2019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국대학 평균 이수율은 19.2%로, 대면 수업이 아닌 만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어렵거나 학점을 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 유발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너무 기초적인 수업이 많다거나, 모바일 환경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K-MOOC이
대학 수준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수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례연구에서처럼 개별학습이 아닌 팀학습으로 운영하여 서로 학습의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정규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과목을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특히 대학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과
내용과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고려나 현재의 분과적 학문 경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정할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과 같은 학사 유연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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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설계시 남학생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공과대학과
IT 대학을 제외한 인문이나 예체능대학의 참여율이 낮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이나 IT대학의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은 이들 대학생들이
들을 만한 교양과목이 많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또는 융합의 필요성이 공과대학이나
IT대학에서는 활발히 인식되는데 반해 인문이나 예체능대학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공과대학이나 IT대학의 융합에 대한 필요성과 K-MOOC에 개설되어 있는 인문사회계열의 교과목
이 서로 매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수강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양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문제 사태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이 2016년에 개정한 교양 교육과정에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최
미리, 2017) 또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부교육선도대학 사업(ACE)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기본역량진단평가 등에서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을 탐색한 이상민(2018), 조헌국(2017) 등의 연구들은 모두 미래 교양교육이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K-MOOC은 기존의 KOCW를 개선하여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이러닝에 소셜네트워킹과 쌍방향 요소를 결합시켜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생들
간의 공개된 상호작용을 도입한 것이긴 하지만 역량기반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K-MOOC은 강좌 개발시 추구하는 역량 및 이들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플랫폼의 안정성이나 모바일 환경의 적합성 등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의
환경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서버 접속지연, 재생속도조절오류, 사용하기 불편한 어플리케이션의
문제 등은 학생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K-MOOC이 아무리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해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면 지속이용은 어렵다. 이런 점에서 K-MOOC의 플랫폼이나 모바일
환경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고려점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의 역할과 방향이 변하고 교양교육과정 역시 변화에 직면해있다.
K-MOOC의 의미와 활용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교양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부합된다
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에서 K-MOOC을 교양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개별 대학들이 실제
K-MOOC을 교양교육과정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대학교양
교육과정으로서의 K-MOOC의 교육적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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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수원대)

1. 교양필수과목 ‘도전과 창조- 기업가정신’ 강좌 도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배경
 수원대학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전과 창조기업가정신’ 교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전교생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가
정신센터에서 강좌 개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 수원대학교의 인재상인 큰 꿈을 가진,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ACE(Ambitious, Creative,
Executive)인재 양성을 위한 도전적 기업가정신 함양 목적
- 4차산업혁명시대의 4C(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핵
심역량 배양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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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인재상과 기업가정신 교육

2. 강좌 개설 당시(2017년 1학기)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문제점
 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 수업 진행을 위해 창업에 대한 기본적 이론
수업 뿐 아니라 실습 및 체험(3D프린팅)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강좌 개설 당시 1)창업이론 강의 2)사업Plan 작성 실습 3)3D프린팅 체험 4)평가(팀 발표 및
시험)의 4가지 Module로 강의 커리큘럼 구성
- 전교생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기별로 30개 내외의 강좌 개설로 분반 수업 진행
- 13명의 강의 담당교수가 표준 수업계획서 및 Teaching Guide를 참고하여 강의 진행
 2017년 1학기 시범수업을 거쳐 2학기에 본격적으로 교양 필수 기업가정신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됨.
- 교과목의 학문적 정체성, 교육 목적과 강의 커리큘럼 간의 적합성 문제 대두
- Teaching Guide만으로는 표준화된 수업에 한계: 강사마다 다른 내용으로 강의
-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업으로 강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기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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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전면 개편 작업 및 컨텐츠 개발 과정
 초기에 개발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타 기관, 대학
벤치마킹 및 담당교수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 개편방향을 설정함.
- 과목의 정체성 재정립: 창업, 진로중심 과목에서 간학문적 창의융합수업으로 전환
- 교양 교육의 보편성과 학술성을 지닐 수 있는 교과목 특성 강화
- 동일한 강의 커리큘럼, 표준 교재 채택 및 교수법 공유로 표준화된 수업 진행
 1차 개편작업 및 2차 개편작업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완전히 표준화
- 1차 개편 작업으로 표준 커리큘럼과 표준 교안 완성
- 2차 개편을 통해 자체 교재 개발 및 교수법 통일

4. 새롭게 개편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 교재활용 경험, 타 대학과 기관 벤치마킹 그리고 강의담당 교수 내부 워크
숍을 통한 의견수렴, 교수법 공유 등 다각적 노력에 힘입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됨(아래 개편 전후의 프로그램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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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1. 과목의 학문적  창업 기초과목
정체성
 창업과 진로 지도 강조

 창업 마인드 함양
 창의융합형 간학문

2. 교육 목적

 도전의식과 창업 마인드 함양

 자기혁신을 통한 자기주도적 삶의 스킬(skill) 함양

3. Syllabus의
내용

 모든 교수가 반드시 표준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진행
 표준커리큘럼 없이 15주 강의 내용의 구성과 방향성에
함으로써 어떤 교수의 강의를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대한 Teaching Guide를 제시하지만 강제성은 없고 교
교육 효과 기대
수별로 개인적 취향에 따라 커리큘럼 구성
 ASK(Attitude, Skill, Knowledge)Model에 입각
 창업 기초 과목으로서 창업 마인드 형성과 창업에 필요
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태도 형성과 문제해
한 기본적 지식과 역량 교육 중심
결능력 함양

4. 교안의 구성

 표준교안이 없으며 교수가 개인적으로 교안을 구성하여  15주차의 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표준교안을 모든
강의
교수들이 동일하게 사용하여 강의

5. 교재 선택

 교수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시판 교재를 선택하여 강의  자체 개발 기업가정신 교재로 실습 중심의 강의 진행

6. 교수법

 3D프린팅체험 이외에도 실습 위주의 워크북을 적극
 3D프린팅체험 이외에 수강자의 자기주도적인 참여/토
활용, 자기주도적인 참여 강화
론 부족
 이론 중심에서 탈피, 커리큘럼에 따라 실습, 토론
 교수 개인의 판단과 취향에 따라 이론, 실습 비중 상이
비중 강화

 자체 교재 개발로 Problem Based Learning 방식의 기업가정신 교육 진행
- 기업가정신 개념의 재정의: 좁은 의미의 기업가(창업가)정신에서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자기주도
적, 도전적, 창의적 삶의 자세(skill)와 행동양식으로 재정의
- 자체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여 실습,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
- 표준교재, 표준 커리큘럼과 공통 강의안을 활용하여 창업전담교수와 산학협력 교수들(13명)이
분반 수업 방식(class당 40명 내외)으로 표준화된 수업 진행
- 전공분야가 다른 융합팀 구성(5명 내외)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과 평가, 3D프린팅을 통한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 작성과 사업화전략 수립까지 전체 과정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Problem Based Learning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전통적 학습방법에서 PBL 방식 학습으로 전환

- PBL 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강의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학습을 하도록
지도하고 수업 시간에는 실습과 토론, 발표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Flipped Learning 방식을
병행하여 학습자의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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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토론 중심 수업

엘리베이터 피치

3D 프린팅 실습

-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다학제 융합팀 구성을 기반으로 고객과의 공감을 거쳐 문제정의 및 아이디
어 도출, 해결방안 제시 및 시제품 제작, 테스트 및 피이드백 등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프로세스를 적용한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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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 교재의 구성: 15주차 실습 중심 수업

5. 교수자의 역할과 학습자의 역량 배양
- PBL기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교수법 공유,
강의 평가 피이드 백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감.

PBL(Problem Based Learning) 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

371

- 학습자는 개인 활동과 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협업 능력,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역량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배양하게 됨.

6. PBL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PBL 기반의 새로운 교육 방식과 지속적인 컨텐츠 업그레이드 노력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과목이
핵심 교양필수과목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성공하였음
- 2017년 1학기 시범수업을 출발점으로 2019년 2학기에 이르기까지 6학기 동안 6,386명의 기업
가정신 교육 수강자 배출
 창업마인드 형성뿐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삶의 skill’을 배워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보편적 교양
교육으로서 과목 정체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강의호응도 획기적 향상
- 수강생들의 강의추천도가 2017년 1학기 65점에서 2019년 1학기 79점으로 상승
 표준커리큘럼, 표준교안, 교준교재 채택으로 수강생들이 어떤 강사를 선택하더라도 동일 한 수업효
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실습과 토론중심 학습이 가능하도록 자체개발한 교재로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가 크게 향상됨과 동시에 강사 간 강의 편차도 최소화됨.
- 강의평가점수가 2017년 2학기 3.98에서 2019년 1학기 4.37로 지속적 향상(교양대과목 평균점
수를 크게 상회)
- 표준교재 활용으로 강사 간 강의편차도 동 기간 중 최소화됨(0.26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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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창업교과목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여 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생 수(도전과 창조-기업가정신 과목 제외)가 2018년 696명에서 2019년 1,36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창업동아리 수와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참가자 수, 정부창업지원사업 선정자 수도 각각
2018년 54팀, 10팀, 14명, 1건에서 2019년 66팀, 55팀, 73명, 4건 으로 증가
창업교과목 수강생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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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대의 PBL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음.
- 한국경제신문, 조선에듀 등 주요 매체에 수원대 자체개발 교재에 관한 기사 게재로 대외적으로
홍보됨.
- 자체 개발 교재에 관심을 가지는 국내대학, 고교들과 콘텐츠 협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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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7-4 융합적 교양교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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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교양교육에 관한 연구
- 수원대학교 ‘학문과 사고’ 사례분석1)

이다민(수원대)

1. 서론
수원대학교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중핵교과목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8년 교양교육과
정에 따라 중핵교과목인 <학문과 사고>를 신설하였다. <학문과 사고>는 현대 사회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여 융합적인 사고를 통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능력을
중핵적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학습자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과목이다. 융합적인 사고를 중핵
적 역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학습 목표의 전면에 내세우고 교양 필수 과목으로 선정함으로써 대학 교양
과목으로서 융합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수원대학교의 융합과목인 <학문과
사고>를 운영한 지 2년여가 되는 현 시점에서, <학문과 사고>의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학
교양 과목으로서의 융합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교육의 개선 방안과 융합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학문과 사고> 개발 과정 및 과목 특성
<학문과 사고>는 수원대학교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중핵교과목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에 개발되고 2018년에 정식 개설된 교양 필수(2학년 대상) 과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문과 사고>는
현대 사회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여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목표가 있다. 본 절에서는 <학문과 사고>의 개발이 어떠한
전제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발표문은 발표자가 2019년 6월 <교양교육연구> 제13권 3호에 발표했던 학술논문("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융합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수원대학교 <학문과 사고> 과목을 중심으로")을 본 학술대회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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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의 전제
<학문과 사고>가 기반하고 있는 전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생의 취향에 좌우되지
않는 기초학문 성격의 교양과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원대학교 교양과정의 컨설팅 결과 기존의 교양과
목들이 학생들의 흥미 본위로 개설되거나, 전공⋅취업 수요에 치우쳐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두 번째는 학문 간의 벽을 낮추는 융합적 교양교육의 필요성이다. <학문과 사고>가 근거하고
있는 융합교육의 개념은 이미 융합되어 있는 지식의 전수보다는 학생의 ‘융합 역량의 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문과 사고>가 기초학문의 성격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학제간 융합을 꾀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이 과목의 가장 큰 목표는 인문학⋅수학⋅공학⋅경제학⋅철학 등 여러 분야
에 걸친 기초학문의 기본적인 문제와 방법론을 학습자들의 전공을 불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문과 사고>는 여러 기초학문의 영역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문제
삼는가를 교육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기초학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융합적 역량
을 배양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학문과 사고>는 수원대학교 2학년 전원이 수강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학문과 사고>가 1학년이 아닌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앞서 서술한 해당 과목의
문제의식과 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학문과 사고>는 전공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교양과목의 기초
학문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한 과목일 뿐 아니라 융합교과목이기도 하다. 융합교육을 다양한 영역을 넘나
들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볼 때, 그러한 의미에서의 융합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시기는
2학년으로 판단된다.
수원대학교 1학년은 교양 과정에서 기초적인 대학 글쓰기 교육(‘글쓰기와 고전읽기1, 2’)과 외국어
교육(‘ESL 영어’, ‘CSL 중국어’)을 이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기초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면서 전공 진입을 예비한다. 그리고 2학년 시기에는 각 전공에서의 기초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미 전공과정에 진입하거나 진입이 예정되어 있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융합형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학문과 사고>의 목표가 단순히 다양한 ‘전공’의 탐색에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준
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는 이미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전공의 관점에서 타 학문의 사고방식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학문과 사고>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양교과로서, 일반적으로 교양 교육이 전공 교육의
예비적 단계, 혹은 전공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여겨지는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학습자는 각자의
전공 영역의 지식을 전문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전공과 완전히 무관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영역의 사고방식 및 관점을 학습하고 타 영역에서 논쟁이 되는 문제에 대해 글을 쓰거나 토론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문과 사고>는 학습자가 본격적인 전공 학습에 돌입하는 3학년, 혹은 4학년 시기에 화학적인
융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2) 과목의 특성
<학문과 사고>의 영역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 문명을 이루는 전 학문을 크게 인문⋅사회⋅이

376

●

세션 7 교양교육의 지향성(주관대학 예정 세션)

공⋅예술이라는 4개 대영역으로 분류하고, 4개 대영역을 다시 8개의 소영역(인문-문학/사학, 이공-수학
/공학, 사회-경영/경제, 예술-미학(철학)/문화)으로 나누어 학습 내용이 어느 하나의 전공 영역에 치우치
지 않도록 배분하였다.

이와 같은 학문 분류는 미학이나 수학처럼 학내에 전공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순수 학문 일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학문과 사고>가 실용적 목적이 아니라 대학의 기초교양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목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일반적으로 융합형 교과목이 과학과 예술, 경영학과 디자인 등
특정 영역이나 전공 간의 연합으로 설계되는 반면, <학문과 사고>가 포함하고 있는 학문영역은 총 8개로
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원대학교 교양대학의 교육목표인 “학문과 학부(과)간 벽을 낮추는
학제적 융합 통합적 교양교육”에 따르는 설계로서, 이는 <학문과 사고>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위 분류표에 따라, 학습자가 <학문과 사고>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서로 다른 학문영역은
총 8개가 된다. 학습자는 한 주에 한 가지 소영역을 순서대로 탐색하게 되며, 이 때 학습하는 내용은
단순히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습자는 매주 각 소영역 학문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익히고, 각 영역에서 무엇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지 배우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인문, 이공, 사회, 예술이라는 4가지 영역에
속하는 8가지 학문의 사고방식을 한 학기 동안 전반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 소영역의
학습이 종료된 후에는 글쓰기 과제가 부여되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강의-글쓰기 과제-토론을 묶은 형식의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새롭게 배운 기초학문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학문과 사고>의 구체적인 강의 운영의 실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후술하고자 한다.

3. <학문과 사고> 운영 현황
1) 강의: 팀 티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과 사고>는 4개의 대영역, 8개의 소영역 학문의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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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다. 다시 말해서 <학문과 사고>는 문제 설정부터 해결까지 각 ‘학문’의 관점에 서서 ‘사고’해 보도록
하는 과목인 것이다. 따라서 <학문과 사고>는 초기 단계부터 각 학문의 관점을 개괄할 수 있는 교수자들의
팀 티칭으로 설계되었다. 즉, <학문과 사고>는 인문⋅이공⋅사회⋅예술 각 분야를 전공한 교수자들이
한 분반을 각자 3주씩 맡아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학기에 약 10~12개 가량의 분반이 개설되므
로, 4개의 대영역을 학습하는 순서는 분반마다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운영은 해당 과목이 수원대학교
2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교과목인 점, 그와 동시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교과목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팀 티칭은 대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깊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갖지만, 강의 운영의 일관성, 그리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약점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문과 사고>의 교수자들은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팀 티칭의 강점을 활용하고 통일성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학문과 사고>는 자체 교재를
공저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학문과 사고>의 교재 뺷학문과 사고뺸(2018)는 해당 강의를 위한 교재로
사용될 뿐 아니라, 대학생 일반을 대상독자로 한 교양서로 구상되었다. 뺷학문과 사고뺸는 참고문헌과
‘더 생각해 볼 문제’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다. 4개 대영역(8개 소영역)에 관한 학술적 서술에 더하여 참고문헌과 더 생각해 볼 문제를
포함하고, 학술적 서술에 앞서 학습자가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실생활 속 사례들을 제시하여 접근성
을 높였다.
두 번째로, 2019년 1학기부터는 온라인 티칭 시스템(‘CANVAS’, <그림1>참조)에서 <학문과 사고>
담당 교수자들이 해당 분반 전체의 학습현황 및 글쓰기 제출물을 볼 수 있도록 등록하여, 각 분반이
어떠한 흐름으로 <학문과 사고> 강의를 따라가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실제 수업과
토론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학습목표 및 현황이 활발히 공유되도록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성적 평가 역시 합동 채점으로 진행한다. <학문과 사고> 교수진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며
학습자들이 제출한 서술형 답안지를 채점하게 된다. 이는 교수진의 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함일 뿐 아니라, 평가 체계를 협의 하에 일원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도들은 병렬적 팀
티칭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과제: 논증적 글쓰기
<학문과 사고>는 이러한 양상의 수업 설계가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매 소영역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 주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직접 독창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신의 답변을 스스로 생각하여 원고지 기준 800~1200자 내외의 글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글에는 주장과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나와 의견이 다른 이의 예상 반박과 그 근거도
작성해야 한다. 한편 <학문과 사고>의 평가 역시 글쓰기를 중점으로 이루어진다. <학문과 사고>의 중간고
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오픈북형 서술형 평가로서, 각 분반마다 학습했던 소영역에서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378

●

세션 7 교양교육의 지향성(주관대학 예정 세션)

3) 토론: 논제별 발표
수박 겉핥기식 융합교육을 방지하는 두 번째 방안은 토론주간의 배치이다. 하나의 대영역을 구성하는
2개의 소영역 수업이 끝난 후, 3차시에는 해당 대영역을 정리하고 두 편의 글쓰기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주간이 배정되어 있다. <학문과 사고>가 2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므로, 한 반에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게 된다. 따라서 토론주간에는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토론주간에 논의하게 되는 주제는 학습자들에게 미리 주어졌던 글쓰기 주제이다. 다시 말해서 토론주
간에 학습자는 미리 수행했던 자신의 글쓰기 과제에 기초하여 논제에 대해 직접 발표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의 주장을 듣고 요약하며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동물도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학습자는 미리 글을 작성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민해 볼 수 있고, 토론주간의
수업에 참석해서는 자신의 글에 기반하여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 이에 더하여,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의 주장과 근거를 듣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학습하게 된다.

4. <학문과 사고> 운영 평가 및 제언
<학문과 사고>는 2018학년도 1학기에 처음 개설되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현재까지 매 학기
운영되고 있다. 학기별로 진행된 자기점검과 강의평가를 수합 및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글쓰기 과제의 의도와 성격을 분명히 하여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감을 덜고 동기부
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1학기에는 몇몇 글쓰기 주제를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는 저급한가?”(2018학년도 2학기)라는 논제는 “대중문화의 검열은 정당한가?”(2019학년도
1학기)로 바뀌었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수학교육의 변화가 필요한가?”(2018학년도 2학기)라는 논제
는 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수능에서의 수학 범위는 과연 타당한가? 축소되어야 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2019학년도 1학기)로 바뀌었다. 또한 수기로 글쓰기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교수자
와의 상호작용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 2019년 1학기부터 CANVAS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의평가의 분석에서 도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시사점이 한 가지 더 존재한다. 서로
다른 학문 영역을 탐색하고 해당 학문의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글로 정리하고
토론해 본다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학습자와 부정적 태도를 갖는 학습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학문과 사고>의 강의평가 결과는 <학문과 사고>가 융합형 교양교과목으로 갖는
중요한 특징을 학습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며, <학문과 사고>의 향후 과제 중 한
가지는 학습자에게 융합형 교양교과목의 의의와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형 교양과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은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면서도 일관성을
갖춘 강의계획을 보완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각 학문의 기초적인 사고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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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학문 분과별⋅교수자별 시각차가 존재하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각차가 교정될 필요가 있으며, 교수자 간 ‘기초적 사고방식’이라는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뒤 교재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강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문과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학문을 <학문과 사고>라는 다양한 교육 내용이 어우러
진 융합 과목이라는 특수성 안에서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일관되고 균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팀
티칭의 약점 보완, 병렬적 강의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학문과 사고>라는
과목의 성격이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공유될 때, <학문과 사고>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온전히 달성되리라 기대한다.

5. 결론
대학의 교양과목 차원에서 융합형 창의인재는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학습자에게 융합된 지식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학문과 사고>는 이미 융합된 시스템 안에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
이 “스스로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융합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학문과 사고>는 전공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교양과목의 한 사례이며, 동시에
다양한 학문의 기초적 방법론의 학습을 통한 ‘기초능력’과, 글쓰기 과제를 통한 ‘총체적⋅종합적 사유’,
그리고 토론 및 발표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융합형 교양교과목으로
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학문과 사고>라는 개별 과목의 개선 노력에 더하여, 융합형 교양과목의 의의와 중요성을 학습자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고 설득하는 일은 <학문과 사고> 과목을 운영하는 주체를 포함하여, 수원대학교 교양대
학,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 전반의 과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학문과 사고>를 뒷받침하는
융합교육에 대한 관점은 ‘튼튼한 기초에 기반한 융합 역량 배양’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학 교육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팽배한 오늘날 이러한 융합교육은 대학 교양과목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변화된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융합교과목으로서 대학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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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수원대)

I. 들어가며
이 연구는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과목에서 자기소개서 쓰기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재고찰하
고, 자기소개서 쓰기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실제를 구안하고자 한다. 그중 특히 자기소개서의
‘자기’ 개념을 핵심으로 보고, 이 ‘자기’ 개념이 지니는 여러 차원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그
실제적 구현에서 발생하는 논의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의 대학에 필수 교양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글쓰기 교육은, 목적 지향적인 글쓰기 교육에 중점
을 두어 ‘00적 글쓰기’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이 목적 지향적 글쓰기 교육이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요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쓰기가 사회 진출의
실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전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신호철⋅임옥규, 2017:295)1)
한편, 교양 교육으로서 글쓰기 과목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대학교의 교양 교육이 담당하는 학습자의
지적⋅인성적 성숙(박현이, 2008:441)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목표는 중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교양 과목으로 글쓰기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하
고 있는데, 글쓰기 과목의 교육 내용 중 ‘자기소개서’는 필수로 선정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신호철⋅
임옥규, 2017:297) 자기소개서는 그 어떤 글쓰기보다도 삶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해 주는 실용적
목적을 지니는 한편, 학습자의 자기 성찰을 도모할 수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의 교양교육,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이 “인문학적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를 방황하는 시대적 미아”
(박현이, 2008:439)라는 지적에 대해 교양 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과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소개서는 그 탐색이 이루어져야 대표적인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에
서 4학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쓰기 프로그램과 달리,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소개
글쓰기는 대학을 입학한지 1-2년 된 저학년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많이 다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기소개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대상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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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의 교양필수 글쓰기 과목에서 “글을 읽고 쓰는 기능적 능력을 넘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의 개요 중 일부로 제시하고 있는 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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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교양 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육이 지니는 과제에 대해,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을 중심으로 삼아 그 의미와 실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교양 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소개서 쓰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며, III장에서는 자기소개서 쓰기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자기’로 보고 이를 시간성과 구체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
서는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실제 구현에 있어서 살펴볼 지점들을 도출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교양 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과목에서 자기소개서 쓰기의 의미
이 장에서는 교양교육으로서 운영되는 글쓰기 과목, 그리고 그 중 자기소개서 쓰기의 의미 대해 크게
세 가지 지점을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저학년 대상의 교양 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자기소개서 교육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탐구의 필요성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점은 이 첫 번째 논점에서 파생되는 논점으로,
하나는 자기소개서가 지닌 내면의 성숙을 도모하는 성찰적 성격과 목적이 뚜렷한 실용적 성격의 두
가지 측면의 분리와 통합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의 생성과 전달 및 표현의 초점에 대한 것이다.
우선 자기소개서 작성이 교양교육 차원의 글쓰기 과목의 내용으로 다뤄질 때에는 실제로 대부분
1학년 또는 2학년의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한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는 점이 두 번째 논의점이다. 이 같은 저학년 대상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과 고학년 대상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구분에 대해 몇 연구가 그 필요성을 다룬 바 있는데, 나은미(2009)의 경우 자기소개서의
목적을 자기 성찰과 취업 목적의 두 가지로 나누고, 저학년 시기에서는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보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지는 자기 성찰 목적의 글쓰기를 주로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
다. 그리고 4학년의 구직 활동에 필수적인 자기소개서 쓰기로 연계하는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승후(2009)
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자기소개서에 착안하였는데, 대학 글쓰기 교재에서 자기소개서 쓰기
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분석하며 저학년과 고학년에 각각 맞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자기소
개 교육을 실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승우(2014) 역시 저학년의 자기소개서와 고학년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을 비판하며, 특히 저학년 대상의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에 대해서는 일관된 수업 모형이나 방법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 고학년에게 필요한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 교육은 선택 교양 과목이나 각
학교에서 마련하는 취업과 관련한 부서의 전문적인 특강이나 컨설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저학년 대상의 자기소개서 교육은 강사들의 개인 역량에 맡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들을 종합하면, 저학년 학생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이들에게 자기소개서
쓰기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저학년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보다는 대학 생활이라는 삶의 한 단계를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대부분의 경우 성인 단계의 시작 지점에 서 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는 향후 학습자들이 대학생, 그리
고 성인으로서 보내야 하며 목표 지점의 설정 및 목표 도달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녀야 한다. 또한 향후에 작성할 다양한 자기소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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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소개’라는 점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양분하여 다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자아 성찰’과 ‘목적을 지닌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은 대학의 글쓰
기 교육에서 필수 과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소개서 쓰기 관련
교육 연구는 그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편 이 연구들은 큰 줄기를 형성하면서 축적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기보다는 각 연구가 실제 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필요성을 추출하고, 그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 온 경향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이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류하고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는 메타 연구들
도 있어 왔다.(심선옥 2016; 손혜숙⋅한승우, 2012; 신호철⋅임옥규, 2017 등)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관련 연구들 및 메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자기소개서의 교육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자기소개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는 경향을 지니는데, 하나는 ‘자아 성찰/내면’이며 ‘목적론
적 의사소통/외면’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 같은 이분법을 바탕으로 하여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두거나
두 가지 측면의 상호작용을 도모한다.2) 이 같은 분류는 다시 두 가지 논의점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자아 성찰’에 해당하는 자아 탐구, 자아 정체성 형성 및 사회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며, 내용 생성과 내용 표현 및 전달 기법과 관련한 것이다. 교육 대상이 저학년이며,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기소개서 글쓰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도,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의미화 및 표현 기법을 향후의 자기소개서 작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개념을 ‘자기’ 개념으로 보고 이를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자기소개서의 ‘자기’ 개념: 시간성과 구체성
이 장에서는 학생들이 교양교육에서 지향하는 성숙한 인격을 완성해 나가면서도 향후 실용적인 목적
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에 있어 학생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심적인 것을 ‘자기’ 개념의 다차원성으로 보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시간성과 구체성의 두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현재와 과거의 나를 대상으로 해서
쓰는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자기’ 개념에는 시간성이 그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정아
(2013)는 구상 단계에서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구분하여 ‘미래의 나’를 기준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의미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같이 미래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와
과거를 의미화해야 한다는 개념은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연구에서 다소 보편적으로도 볼 수 있는 개념이
다. 자기소개서를 자기 서사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보는 연구들에서도 이미 그 서사의 시간성을 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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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2014)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자기’와 ‘소개’로 나누어 ‘자기’에 대한 탐색을 통해 ‘나’에 대한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서 ‘자기’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되며, ‘소개’는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독자의 요구과 관련되는 목적론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박순원(2012)은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관련 연구의 흐름을 자기 성찰적 자기소개서와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로 나누고, 이 둘의
분리를 극복하고자 ‘자기 형성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를 제안한다. 신호철⋅임옥규(2017:296)는 그 동안의 자기소개서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는 관점과 취업을 위해 자신을 홍보하는 실용적 관점으로 양분화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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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며, ‘연대기’ 역시 시간성을 지닌다.
그런데, 시간성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현재와 과거의 나’를 의미화한다고 할 때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무엇을’ 의미화할 것이며,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문제이다. 그보다 앞서 ‘미래의 나’는 무엇이고, ‘현재와 과거의 나’는 무엇인가라는 점부터 의문에 부딪치
게 된다. 실제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의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을 의미화하는
수업 활동을 실행해 보면, 다수의 학습자들이 막연함을 느껴 어려움에 부딪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의미화의 양상이 다양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나’와 ‘현재와 과거의
나’에서 추출하는 속성이나 경험의 차원이 달라서라고 할 수있다. 학생들은 ‘미래의 나’는 진로와 관련된
측면을 부각하며, 추상적인 속성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의 나’, 그리고 특히 ‘과거의 나’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정보나 경험을 떠올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문제로 이어진다. 우선 ‘미래의 나’가 무엇인지 아직 저학년의 단계에서 그리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경험 중 의미화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성취가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 개념의 시간성의 차원에 구체성 정도의 차원을 더하여 보다 다층적으로
자기 개념을 보고자 하며, 이를 학습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 보고자 한다. 많은
학습자들이 ‘경험이나 성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경험들에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특히 학습자들은 경험들 중 미래의 진로와 관련된, 그 사건을 경험할
당시에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요하지 않은 경험이라
고 생각하거나 경험이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설명해 보라고 할 때 ‘성실하다’
등 추상적 속성의 차원에서만 설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실제 자신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
로 모든 ‘자기’는 추상적인 속성으로 이미지화하거나 언어화할 수 있는 동시에, 그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구성되는데, 경험 중 기억되고 의미화된 것을 사건(송기섭, 2016: 167) 이라고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자기소개서의 자기 개념을 종합하면, 자기 개념은 시간성을 핵심으로 하며, 과거 현재 -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자기를 설정하고 생성해야
하며, 이 같이 생성된 미래의 자기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자기를 의미화해야 한다. 또한 자기 개념은
구체적 차원과 추상적 차원을 모두 지니며 이 둘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자기’ 개념 인식을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 글쓰기 교육의 실제
이 장에서는 III장에서 논의한 ‘자기’ 개념의 두 가지 시간성 및 구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글쓰기
수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I장에서 논의한 자기 개념의 여러 차원을

3)

한철우(2014)에서 저학년 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습자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부담을 느낀 가장 큰 원인은
‘나의 경험과 성취가 부족해서’(68.1%)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동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장래에 무엇이 되어야 할지 몰라
서’(13.6%),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서’(13.6%)였다.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소개서 쓰기의 의미와 실제

●

385

종합하여 범박하게 시각화하여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기소개서의 자기 개념의 시간성과 구체성

가로축은 시간성을 나타내며,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해되어
야 하며, 특히 자아 탐색을 바탕으로 도출된 ‘미래의 나’에 의해 과거 및 현재의 자기에 의미 부여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로선에 의해서 각 시간대의 ‘자기’는 구체적인 경험, 기억, 사건과 추상적인
속성으로 설명되는 자아 이미지의 결합이 된다. 이러한 자아 개념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쓰기의 자기
개념 인식 교육의 실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시간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습자에게 과거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도 ‘자기’ 개념 안에 포함된
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 지침 없이 학습자에게 자기를 소개해 보라고
하면, 현재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적 정보(나이, 출생지, 학교 및 학과, 가족 사항 등) 또는 성격
위주로 소개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설명하려
는 강박으로 불필요한 내용들을 덧붙이는 양상(박순원, 2012: 164)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자기’ 개념에 대한 시야를 과거와 미래로까지 넓혀 주어야 하며, 특히 미래와 현재⋅과거의 자아가 단절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미래의 자기’를 떠올리는 데에 어려움이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앞서 한철우(2014)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저학년 학습자의 특성상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것을 어려워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떠올리는 미래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건은 미래에
맡을 직업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떠올린 현재나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미래
에 대해 상상해 보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마) 부분이 부족한 학습자들의
경우, (가), (나)를 이용해서 같은 정도의 구체성을 지닌 자기를 떠올려보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소개서
글쓰기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추상적으로 설정된 ‘미래의 나’와 비교하여 현재와 과거의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래의 나’의 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의 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저학년
대상의 자기소개서 교육이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저학년 학습자들의 자기소개서 쓰기를 가장 어렵게 하는, 과거의 자기 개념을 자기소개서에 의미화하
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험인 (가) 부분의 경우 일상성과
사소함을 지니는 경험도 중요하게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과 기억, 사건의
개념을 알려 주어 같은 경험이어도 그것이 어떻게 사건화되어 기억이 남아 자기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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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자기 개념의 구체적인 경험과 추상적인 축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점들을 찾을 수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 추상적 속성과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건들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아의 형성이나 재구성과 같은 성찰과도 관련이 있지만, 목적론적 의사소통
즉 전달을 위한 표현에도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추상적 속성만 어렴풋이 가지고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경험을 사건화하여 연결시킬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경험을 발굴해서 자신의 주요 특성이나 자아 이미
지로 의미 지어 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구체적 경험/사건과 추상적 속성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경험/사건과 관련해서는 경험과 그것에
의미 부여된 사건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거창하거나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매 순간 발생하는 사건”(송기섭, 2016:168)이 자기소개서에서는 의미화되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교육해야 한다. 이 같은 의미화는 과거-현재-미래가 연결되며 하나의 자기 개념을 설명하는 것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학습자들이 과거 및 현재의 자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에 기여한다.
자기의 추상적 속성 추출 및 부여와 관련해서는 학습자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와 추상적 속성을 적합하게 설명할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자신을 추상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의 경우
최대한 구체적 차원의 경험이나 사실 등을 이끌어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가), (다), (마)의 재료들을 모아 이들을 선별하고 묶어 줌으로써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작업을 할 수 있다. 한편, 자아에 대한 이미지는 가지고 있으나 이를 언어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이 많다는 데에서 추상적 속성들을 언어화할 수 있는 어휘 등의 표현을 제공해야 하며, 비교적
수월하게 설명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도 보다 적확한 표현을 찾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고학년의 자기소개서에서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으로, 인간의 자질이나 속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어휘 및 표현들의 목록을 제시하여 그 중에서 자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가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및 현재의 자기를 성찰하고 소개하는 표현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미래의 자기가 함양하고자 하는 자질에 대해서도 탐구할 수 있게 하므로 저학년
대상의 자기소개서 쓰기 활동이 지닐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V. 나가며
이 연구는 교양 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과목 중 자기소개서 쓰기의 의미와 실제를 ‘자기’ 개념의 다차원
적 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학은 4년이란 시간과 함께 자신의 잠재력을 부각하여 향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자아실현을 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 및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공간임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호철⋅임옥규, 2017:296) 자기소개서
쓰기를 통해 ‘자기’ 개념을 인식하고, 내면으로 성찰하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자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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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나가는 교육이 그 출발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의미 및
실제 탐구에 대해 논의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였는데, 추후 보다 심화된 차원에서 정교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여러 논의 지점들이 질서화되고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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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사회과학 교양교육의 이상과 현실

김성은(수원대)

1. 들어가며
대학은 전공 학문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이다. 한국의 대학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식 교육,
연구 체계를 도입하여 대학의 학과와 전문학회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전문화를 추구하였다. 대학에서도
교양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으나 전공학문의 기초 이론을 교양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교양을 가르치는 일은 주로 고등학교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대학 입학 정원을 크게 늘린 1980년 ‘7.30교육개혁안’과 대학의 자율화를 추구한 1995년
‘5.31교육개혁안’,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같은 교육정책은 대학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확대되는 데는 1995년 이후 대학 교육의 대중화, 상품화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1996년 47%였던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에 83.8%에 이르렀고, 재수생 등을 포함한 실질 진학
률은 90% 이상으로 평가되었다(장수명, 2009).
이처럼 고졸자 10명 중 9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교육은 점차 시민교육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2000년 이후 대학마다 교양교육원, 기초교육원 등을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여 학부생을
위한 교양교육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교양교육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도 증대하여 2006년에 전문학회
로서 한국교양교육학회가 발족했고, 2011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설립
되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대학의 교양교육은 인문학 위주로 편성되었다. 글쓰기, 고전 읽기, 토론 등 의사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인문학 계열의 교양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사회과학 연관 교과목은 일정
부분 추가되는 수준에 그쳤다. 교양교육원의 교수진도 국문학, 철학 등 인문학 전공의 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도 사회과학 교양은 전체 교양과목에서 소수에 그치며 ‘경제의 이해’, ‘정치의 이해’, ‘사회의
이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등 분과학문의 입문과목과 유사한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와중에 사회과학 교양교육의 목표를 ‘민주시민 양성’이나
‘민주적 시민성 함양’으로 설정하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
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이 글은 사회과학 교양교육의 현황을 점검하며 교육의 지향과 실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사회과학 교양교육의 이상과 현실

●

389

양상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분과학문
별 교양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교양교육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사회과학 교양교육의 정의와 이상
사회과학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점에서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대비되며, 사회 현상 중에서 무엇을 연구하느냐에 따라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분과학문으
로 나뉜다.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근대 국가들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대학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인문학,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제3의 지식 체계로서 사회과학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라는 지식 체계의 정의와 범주는 상당히 모호하다. 유네스코와 국제사회과학협의회
가 공동으로 펴낸 뺷세계사회과학보고서뺸(2010)에서는 사회과학을 단순히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중간에
있는 학문 분야’라고 정의한다(UNESCO and ISSC, 2010). 이처럼 잔여적인 정의밖에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사회과학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에 비해 늦게 등장했고, 사회과학에 속하는 분과학문의 성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학, 교육학, 경영학, 법학, 지리학 등은 국가에 따라 사회과학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대학 제도에 사회 계열이 아닌, 사회과학이라는 범주가 형성되기까
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75년에 서울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체제를 변경하면서 사회과학대
학이라는 단과대학을 형성한 것을 그 시초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각 분과학문의 전문성은 강화되었지
만 사회과학의 정체성 확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분과학문의 느슨한 연합체 정도로 사회과학을 정의한다면, 교양으로서 사회과학 또한 교양
경제학, 교양 정치학, 교양 사회학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분과학문간 경계가 뚜렷하여 사회과학
전반의 교양을 별도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교양 사회과학으로 일컬어지는 각 분과학문의 교양과목
은 분과학문 전공교과목과 달리 이론적인 심화학습보다 사회과학적 문제의식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
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론에 비중을 크게 두는 전공보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실천성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박현희, 2017: 42).
교양교육에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이상은 누스바움(Nussbaum, 2010)에 의해 특히 강조되었다.
누스바움은 오늘날 대학이 ‘이익 창출 중심의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훌륭한 시민양성 중심의 교육’에
소홀하다고 비판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의 대안으로 ‘인간 계발 모델’을 제안한다. 이 교육모델에서는
민주시민 양성을 통해 국가의 민주주의를 진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을 방법으로 제안한다. 지식의 습득보다 논리와 논쟁 능력에 기반을 둔 ‘비판정신’과 ‘공감 능력’
향상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누스바움이 제시하는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을 통해 키워야 할 민주시민
의 7가지 능력과 자질은 다음과 같다(신응철, 2013: 290에서 재인용).
① 전통에도 권위에도 판단을 맡기지 않으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검토⋅성찰⋅주장⋅논쟁할 수 있는 능력
② 인종⋅종교⋅젠더⋅섹슈얼리티가 다르더라도 동료 시민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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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 즉 그들을 존중하며, 한 사람⋅조직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 조작되어야 마땅한 도구로
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바라볼 줄 아는 능력
③ 타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즉 특정 종류의 많은 정책이 동료 시민의 기회나 경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정책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 밖의 타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④ 한 인간의 삶의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제대로 상상할 줄 아는 능력,
즉 그저 합계 데이터에 의존함으로써만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가족관계, 병, 죽음, 그 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능력
⑤ 정치 지도자들에게 허용되는 가능성을 보는 현실적이고 지적인 감각과 더불어 그들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⑥ 자신의 지역 집단에 이로운 것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국가에 이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⑦ 반대로 자신의 조국을 복잡한 세계 질서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박현희(2017)는 누스바움의 논의를 참조하여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사회과학 교양교육은 사회문제에
대한 체험 및 협력 기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와 ‘대안을 추구하는 주체’를 대상으
로 다양한 층위의 사회문제들을 함께 체험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원인과 해결책
을 탐구하며, 체험후기를 통해 체험 학습 과정을 돌아본다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과학 지식의 습득보다 사회 현실의 체험을 통한 ‘공공성의 내면화’를 추구하는 교양교육
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과학 교양교육의 현실
1) 교양교육에 관한 무관심
1990년대 이전에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전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했고 교양교육에
는 신경 쓸 이유가 별로 없었다. 전공교육과정을 확립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졸업 후에 전공과 무관한
길을 걷는 학생이 대다수였는데도 학자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교육밖에 없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다. 또한, 대학원 과정이 제도화되고 국내 박사를 배출하게 되면서, 교과과정을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었다.
경제학, 정치학보다 학문적 정체성이 모호한 사회학에서는 일찌감치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1983년에 전국 23개 사회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두드러
지는 특징이 “다양하고 잡다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학생들은 강의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 또는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교수의 강의나 교과 내용은 그러한 기대에 전혀 상응하지
못했다(이동인, 1983).
2000년대 들어 대학, 대학원 교육의 급격한 대중화로 더 이상 대학 교육이 소수 엘리트에게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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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보급하거나 전문적 지식의 생산을 위한 훈련을 의미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도 사회과학의 각
분과학문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공 기초교육만 고민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경제원론에서
방대한 교재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면서, “두말할 필요 없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안국신, 2001). 정치학 입문 과목에서도 교수 중심적이거나 저자 중심적
이 아닌 ‘학생 친화적’ 교육이 최우선의 가치로 등장했다(양동훈, 2003; 김영래⋅김도종⋅김욱, 2003).
특히 학부제의 영향으로 비인기학과와 인기학과가 뚜렷하게 구별되자 입문과목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유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취업에 유리한 경제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등보다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상대적으로 전공 기초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은
대체로 학부생 유치를 위한 전공교육만 고민했을 뿐, 교양교육으로서 사회과학의 가치나 활용성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학에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원 등이 생겨났을 때 인문학 계열에서
교양교육과정을 계발하는 데 힘을 쏟은 것과 달리 사회과학 분야의 교양교과목은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사회과학 교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한 예로 17개 대학의
2010년 1, 2학기 교양 정치학 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별로 학기당 평균 3개의
과목이 개설될 뿐이었고 정치외교학과, 국제관계학과 등 정치학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학과에서는 교양과
목 개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홍재우⋅안순철⋅조성대, 2011: 424-425).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교양교육은 인문학의 몫’, ‘교양은 저차원이고 전공은 고차원’, ‘교양과목은 시간강사가, 전공과목
은 전임교수가 담당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뿌리 깊다(박홍규, 2005).

2) 전공과 구별되지 않는 교양교육
대학의 몇 안 되는 사회과학 교양강좌는 대부분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기초 이론에 대한 주입식 교육으
로 운영된다. 보통 60~100명의 수강생을 앞에 두고 마이크를 든 강사가 프리젠테이션으로 강의를 진행한
다. 예산 등의 문제로 강사 수나 강의 수 확대가 어렵기에 대규모 강의에서 주입식 교육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사회의 이해’ 혹은 ‘현대 사회의 이해’ 과목은 주로 사회학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사회학을 전공한 강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사회학 개론서(비판사회학회의 뺷사회학
뺸이나 앤서니 기든스의 뺷현대사회학뺸)를 주교재로 삼아 한 학기 동안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0년 1학기 A대학 ‘사회의 이해’ 강좌는 5명의 강사가 7개 반을 운영
중인데, 전형적인 2개의 강의계획서(a, b)를 뽑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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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강의 내용(a)

주별

강의 내용(b)

1주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1주

현대사회란 무엇인가?

2주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2주

정치적 현대성과 시민

3주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삶

3주

경제적 현대성과 계급

4주

한국 민주주의 이해

4주

일상적 현대성과 젠더

5주

자본주의 이해

5주

현대 정치 이데올로기

6주

직업과 노동, 신자유주의

6주

20세기 자본주의의 발전과 위기, 전환

7주

사회적 불평등 연구

7주

발전주의와 세계화

8주

중간시험

8주

중간시험

9주

문화와 사회화

9주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계층 이론

10주

문화와 젠더

10주

교육과 학교제도

11주

가족과 복지

11주

산업구조와 노동의 변화

12주

환경 위기

12주

후기근대가족, 젠더, 섹슈얼리티

13주

스웨덴 사회 연구

13주

생애과정의 표준화와 탈표준화, 개인화

14주

시민의식과 사회운동

14주

현대 정치의 문제와 시민의 정치참여

15주

기말시험

15주

기말시험

강의a와 b는 사회학의 기초 지식을 개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의 ‘13주 스웨덴 사회
연구’는 강사의 연구를 반영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사의 전공이나 관심분야에 따라 한 주나 두
주 정도 교재 밖의 내용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사회학의 기초적인 지식과 이론을 소개하
는 것으로 한 학기 강의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상 교양과목 ‘사회의 이해’와 전공기초과목
‘사회학개론’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학 교양교육 역시 민주적 가치와 참여의식을 갖춘 시민
의 양성을 목표로 삼지만, ‘일반정치의 이해’와 ‘정치학개론’이 거의 동일하게 운영된다. 정치학 교양
역시 대부분의 강의가 정치학의 기초적인 지식과 이론 전달을 목표로 삼으며, 가장 많이 쓰이는 정치학
개론서를 주교재로 채택하고 있다(홍재우⋅안순철⋅조성대, 2011: 428-430).
물론 최근에는 강사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일반도서를 교재로 선정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강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의 예에서도 7개의 ‘사회의 이해’ 강의 중에 1개의 강의는 주교재 외에
강사가 직접 제작한 독서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학 기초 지식의 주입식 전달이라는 일반적
특징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4. 나가며
사회과학 교양과목에서 수강인원을 30명 이하로 줄이면 전공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사회과학 교양교
육이 가능할까? 인원을 줄여서 체험식 교육으로 전환한다면 민주적 시민성 함양에 훨씬 더 효율적일까?
그런데 기초 지식의 주입식 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체험 교육에만 집중할 경우 사실상 사회과학 교양교
육이라는 명칭을 쓰기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 사회과학 지식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교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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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회과학 지식과 실천적인 시민교육을 결합하는 방안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강 인원이나 강의 규모만 이상적인 사회과학 교양교육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지적하기 어렵다.
통섭, 융합이 어려운 사회과학 분과학문간의 공고한 경계나 교양지식으로서 콘텐츠의 부족 등이 더 근본
적인 문제일 수 있다. 즉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권장할 것인가 이전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묻는다면 여전히 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사회문화, 정치경제 같은 교과목의 내용
과도 구별되고,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전문 지식과도 구별되는 교양 콘텐츠로서 사회과학 지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 이론 교육과 체험 활동 교육 중에 양자택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체험이 결합하는 교육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사회과학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여전히 서구 사회과학 지식의 수입에만 급급하여 ‘사회 없는 사회과학’이라는 비판을
듣는 한국 사회과학계의 현실에서 시민교양을 위한 사회과학 지식이 별도로 존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회과학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설명하는 ‘시민을 위한 사회과학’으로 변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
현실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민의 사회과학’이 될 때, 교양교육에 적합한 콘텐츠로서 더 큰 활용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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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교양법률의 역할과 과제

이재명(수원대)

Ⅰ. 서 설
현 정부에 들어와서‘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국민들의 분야별 청원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청원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언론지
상을 뜨겁게 달구기도 한다. 그런데 청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국가정책에 관련된 제안도 찾아볼
수 있지만, 특히 어느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이를 처벌해달라는 요청이 전체 청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고소 내지 고발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인데 왜 사람들은 수사기관이 아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일까?
이는 국민들이 규탄 내지 비난하는 무엇인가가 언제나 법(法)에서 규율하는 범위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미로는‘교양’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최소한 교육의 측면에서 교양은 이러한 도덕과 윤리를 모두 포함하며
나아가 사회질서의 준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교양은 본격적으로‘대학’에서 강의가 개설되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불법행위는 바로‘교양’과‘법’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학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법’이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내게 한다.
이하에서는 대학에서의‘교양교육’과 교양의 영역 안에서의‘법’, 다시말해 ‘교양법률’과의 상관관계와
교양법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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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양법률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1. 교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현재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01년 학문분야평가인정제의 일환으로 전국 165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 이후 대학들은 교양대학, 기초교육대
학, 교양학부, 기초교육원, 후마니타스 칼리지 등 다양한 이름의 교양교육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교양교육
과정을 개정하는 등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한국교양
교육학회가 설립되어 2007년부터‘교양 교육 연구’를 발간하면서 교양교육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1년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견인1)하는 등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급물살을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특수한 영역, 즉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획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넓게 알고, 다양한 학문 영역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과 취업 및 자격증 준비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학교나 학생들
모두 소홀히 여기며 또 다루어지고 있기에 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경향은
모험을 기피하고, 안정적인 직장만을 추구하는 공무원 지상주의가 만연해가고, 스펙 쌓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을 볼 때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다.

(2) 現 교양교육의 문제점
현대사회에서 도덕과 윤리는‘도덕법칙’혹은‘윤리규범’으로 불리우며 당위(當爲, sollen)개념을 그 핵심
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굶주린 사람에게 누군가 빵을 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지만, 그러한
행동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3)’과 같이 윤리적 행동
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교양교육의 영역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①재량으로서의 윤리와 ②당위로
서의 윤리라는 두 가지 경우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교육에서는 ②당위로서의 윤리에 해당하는 교과목 내지 커리큘럼이 없거나, 있어도
일관성이 없으며 내용 또한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교양으로서의 법(法)의 필요성
(1) 대학생 범법자의 증가
매년 중소형 법무법인에서는 시즌을 잡아‘저작권 소송’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주요 타겟은 비교적
인터넷 사용이 활발한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은 개인 블로그 운영이나 학교과제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1)

백승수, “한국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양교육학회, 뺷교양 교육 연구뺸(제13권 제6호), 2019, 112면.

2)

이지헌 외 16인(교육발전연구원), 뺷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분과 학문의 성찰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19면.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이다. 구조 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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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글씨체(폰트)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법무법인은 바로 이러한 고의
성이 없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노리는 것이다.4)
물론 대학생이 과실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없고,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으로 이 퍼포먼스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제 한달에 한두 건의 사건수임도 쉽지않은 포화된 법률시장에서 이러한 중소형 법무법인의 아르바
이트(?)는 짭짤한 소득이 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대학생 사냥감 시장’인 것이다.
문제는 대학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20대 전반의 범죄율이 언제나 높다는 데에 있다. 비단 위에서
언급한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아래 경찰청의 범죄율 통계자료를 보면 모든 형태의 범죄에서 20대는
중추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성착취 범죄에서의 피의자들이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라는 점을 볼 때, 단지 20대 대학생들의 혈기왕성함과 충동적이며 자유분방
함에만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분석이 아닐까? 과연 20대의 대학생들에게는 실용적인
취업준비와 단순한 윤리교육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2) 교양법률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이나 경찰행
정 관련 학과 등에서 법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학교육은 학문으로서의 법(法) 내지는
변호사시험 준비와 경찰시험 등의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 목적이 명확하다는 것에 무슨 비판이 가능하겠느냐 만은 최소한 법(法)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질서 유지와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구제가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에 있어 일차적 관심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조섞인 우스갯 소리로 법학을 소위‘밥학5)’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해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대학생의 신분에서 배울 수 있는 진정
한 의미에서의‘법’은 교양교육의 영역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법을
전공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사회질서 유지와 약자 보호를 위한다는 추상적인 법교육이 아닌 시험합격과
취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인 법교육에 집중하여 왔다. 이로 인해 윤리도덕의
영역과 추상적인 성격을 지닌 법 영역 사이에서의‘영역 혼란’이 대학교 시기부터 현실화된 것이다. 초등학
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기간은 미성년자로서 이러한 영역 혼란으로 인한 ‘대가(代價)’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막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온 대학생에게는 영역 침범으로 인한 대가가 점점 강해지고 특히 성범죄
와 같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용서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은 법학교육을 통해 기대했던 규범적 가치들을 전통적인 법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가정법원의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당사자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박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법학교육에 있어서 윤리규범과 법의 영역을 넘나드
는‘교양으로서의 법률’을 가르치는 권리는 이제 교양교육에서 가지고 가야 한다. 부(父)의 역할인지 모(母)
의 역할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성실한 양육으로 인해 대학생인 우리 자녀들이 입는 피해는

4)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5)

‘밥벌이’ 만을 위한 학문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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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 바야흐로 교양교육에서 교양법률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2018년 경찰범죄 통계>6)

3. 교양법률의 교육방법
(1) 교양법률의 현황
‘교양으로서의 법률’이라는 의미의 교양법률 과목이 그동안 대학에서 개설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는 나름대로의 강좌명7)으로 교양법률에 해당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강의를 개설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업을 교양대학이나 교양학부, 교양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미
교양교육에서 교양법률에 대한 친권(親權)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안타까운 점은 전교생이 수강해야 하는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교양법률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한

6)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3_2018.jsp (경찰청 홈페이지)

7)

생활법률, 법과 생활, 법과 질서, 실용법률, 여성과 법, 현대사회와 법, 사이버윤리와 법 등 다양한 과목명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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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교양법률은 여러 가지 교양과목들 중에서 취사선택 되어지기 보다는 모두가 알아야만 하는 내용을
지닌 것으로서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2) 교양법률의 교육방법
현재 여러 대학에서 교양법률에 해당하는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교양법률’의 위치를 재정립 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의 교육방법 보다는 다음의 방법이 종전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지금 개설되어 있는 교양법률 강의는 학교마다 과목명부터 제각각 이어서, 이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이 어렵고, 수업내용과 수준 또한 균질성이 떨어지기가 쉽다.
따라서 통일적인 교양법률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학과마다의 전공과목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쉽다. 전공수업에 1,2학년이 들어야 할 과목이 있고 3,4학년이 들어야 할 과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서나 특정 학과의 전공수업 커리큘럼은 대동소이 하다. 이와같이 어느 대학에서나
교양법률 수업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통일된 수업구성과 운영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교양법률의 수업구성에 있어서 본고의 처음에 언급한 ‘당위로서의 윤리’에 대한 사항과
개념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의 영역은 크게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양법률은 이 사법과 공법의 영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익혀야 하는
분량도 엄청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법의 기초이론과 통치제도, 국가의 구성과 운영 등과 같이 실제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론적인 부분은 교양법률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 밖에도 고민할 부분과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도 많지만, 다음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을
기약하고자 한다.

Ⅴ. 결어
대학생들의 일탈, 나아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서의 교육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
다.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고등학
교를 지나 대학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인성과 교양은 오랜시간을 걸친 인생이라는 여행의 산물이다.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각각 나름의 빛을 자랑하는 여러 학문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집합체(集合體)가
아닌 융합체(融合體)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양교육은 용광로이다. 아니,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융합교양’이라는 말이 용광로 로서의 교양교육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뻘겋게
타오르며 펄펄 끓는 엄청난 양의 쇳물 가운데 교양법률은 최소한 한 국자 이상의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교양법률은 윤리와 법의 영역에서 교집합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법학교육은
이러한 교집합에 속하는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부작용으로‘영역간 혼란’이라
는 늪에 빠졌어도 이전에는 책임을 지지 않았던 미성년자의 허물을 막 벗은 대학생들은 자본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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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무시한 생태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법규범이라는 눈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점점 더 깊고 자세히 관찰해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적절한 교육의 부재라는 누군가의 귀책은 애꿎은
대학생들을 이 시대의 일순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양법률은 어느 대학, 어느 학생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교양법률의 커리큘럼을 통일
시켜 정리되고 확립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의 원리가 있다. 전통적인 법학교육은 ‘교양으로서의
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탐스러운 열매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 이제 우리 교양교육에서 그들이 스스로 내려놓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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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양교육학회 제8대임원
한국교양교육학회 자문 위원
이름

소속

이메일

민경찬

연세대학교

kcmin@yonsei.ac.kr

손동현

우송대학교

dhson@wsu.ac.kr

임현진

서울대학교

hclim@snu.ac.kr

김순임

전남대학교

sunim@jnu.ac.kr

윤우섭

경희대학교

yoonwo@khu.ac.kr

홍성기

아주대학교

ajouphil@ajou.ac.kr

유홍준

성균관대학교

yhjcti@skku.edu

한국교양교육학회 제 8대 임원진
학회장

박일우(계명대) ilwoo@kmu.ac.kr

부서

직위명

소속 및 연락처

연구1

부회장

백승수(가천대) ongang@gachon.ac.kr

연구2

부회장

민춘기(전남대) chgmin@jnu.ac.kr

홍보섭외

부회장

김혜영(한국체대) hykim@knsu.ac.kr

대외협력

부회장

홍석민(연세대) ssmhong@yonsei.ac.kr

대내협력

부회장

이은숙(계명대) les@kmu.ac.kr

행정이사

안미영(건국대 글로컬) miyoungahn@kku.ac.kr

재정이사

이효숙(건국대 글로컬) qhaso75@kku.ac.kr

총무

임선애(대가대) theresa108@cu.ac.kr
최병문(대전대) bmchoi@dju.ac.kr

감사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서민규(건양대) mgseo@konyang.ac.kr

부위원장

김재경(배재대) jkkim@pcu.ac.kr

위원장

하병학(가톨릭대) speechact@catholic.ac.kr

부위원장

박희문(충남대) hmpark@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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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명

부서
연구1

연구2

홍보섭외

소속 및 연락처
김인영(위덕대) iykim@uu.ac.kr
정연재(인하대) jyj123@inha.ac.kr
김혜경(호서대) hkkim98@hoseo.edu
조혜경(대구대) apriori30@daegu.ac.kr
송하석(아주대) hasong@ajou.ac.kr
전경애(교기원) myumul16@naver.com
김경희(한국외대) khkim@hufs.ac.kr

상임이사

박돈하(연세대) parkdh@yonsei.ac.kr
대외협력

오경희(아주대) wansui@ajou.ac.kr
이경숙(아주대) yiks@ajou.ac.kr
이연도(중앙대) Iyd528128@cau.ac.kr
홍승태(경희대) filos@khu.ac.kr

대내협력

오새내(계명대) snoh@kmu.ac.kr
황혜영(서원대) rayondor@hanmail.net
강남희(중앙대) anitem@cau.ac.kr
강보승(성균관대) yeskbs@hanmail.net
강성배(동국대) sbkang@dongguk.ac.kr
고경민(건국대 글로컬) drewhoney@kku.ac.kr
김혜영(숙명여대) khy222@sm.ac.kr
나정은(연세대) jenah@yonsei.ac.kr
박가열(한국고용정보원) kypark@keis.or.kr
박여성(제주대) pys1006@jejunu.ac.kr
서덕희(조선대) artee71@hanmail.net
손민정(한국교원대) mjson@knue.ac.kr
손승남(순천대) snson@sunchon.ac.kr

편집위원회

손영미(건양대) shonym@konyang.ac.kr
송주현(한신대) white353535@nate.com
심지현(서원대) sim4389@hanmail.net

위원

안호영(동국대) gongahn@naver.com
안현효(대구대) harryahn65@gmail.com
이윤빈(고려대) adsumn@naver.com
이재성(서울여대) byeolga@swu.ac.kr
임성철(경기대) sungchul-rhim@hanmail.net
임혜련(한남대) khpro310@naver.com
장수철(연세대) schang@yonsei.ac.kr
전광수(경성대) pureas@hanmail.net
정성미(강원대) nabigail@kangwon.ac.kr
주현재(삼육보건대) jerryfirst@naver.com
김종록(한동대) kjr@handong.edu
윤리위원회

유광수(연세대) ho1000@yonsei.ac.kr
원준식(대전대) jswon@d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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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간사

총무

강아름(건국대 글로컬) kangarum65@gmail.com

편집간사

편집위원회

박준웅(중앙대) ichdenk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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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명

지역

소속 및 연락처

서울

김현주 (한양대) giokhj@hanyang.ac.kr

김지현 (서울대) jeehyeon@snu.ac.kr
장수철 (연세대) schang@yonsei.ac.kr
경기
일반
이사

충청

호남

영남

김중신 (수원대) kimjsin77@hanmail.net
송하석 (아주대) hasong@ajou.ac.kr
김경수 (선문대) kskim01@sunmoon.ac.kr
박희문 (충남대) hmpark@cnu.ac.kr
반덕진 (우석대) djban21@hanmail.net
조은희 (조선대) ehcho@chosun.ac.kr
박성미 (동서대) psm1994@dongseo.ac.kr
정우진 (대가대) wjin0924@hanmail.net

●

403

상임집행이사회 명단
기준일 : 2020. 06. 12.
연번

임원

대학명

기관명

직책

성명

1

회장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학장

김형곤

2

감사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송성수

3

감사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학장

정기섭

4

부회장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학장

박창규

5

부회장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학장

임선애

6

부회장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학장

최석완

7

부회장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학장

김상욱

8

부회장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

학장

김용성

9

부회장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학장

고문주

10

총무이사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학부장

서민규

협의회 사무국
연번

행정지원

대학명

기관명

직책

성명

1

총괄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팀장

이민호

2

행정담당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계장

박일근

이사교 명단
연번

임원

대학명

부서명

직책

성명

1

회장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학장

김형곤

2

부회장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학장

박창규

3

부회장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학장

임선애

4

부회장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학장

최석완

5

부회장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학장

김상욱

6

부회장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학장

고문주

7

감사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송성수

8

감사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학장

정기섭

9

이사

경동대학교

온사람교양교육대학

학 장

이만식

10

이사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원 장

정병호

11

이사

단국대학교(죽전)

교양교육대학

학 장

윤승준

12

이사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학 장

김원

13

이사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원 장

우재명

14

이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학 장

유홍준

15

이사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학 장

장승구

16

이사

위덕대학교

융합기초학부

학부장

김인영

17

이사

호서대학교

더함교양대학

학 장

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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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교 명단
연번

대학명

기관명

직책

기관장명

1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학 장

정문상

2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학 장

강우원용

3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학 장

장동하

4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학 장

박노식

5

강릉원주대학교

해람교양교육원

원 장

최혜진

6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원 장

변혜영

7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학 장

박창규

8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교양대학

학 장

신진식

9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학 장

김형곤

10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학 장

이경영

1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이상훈

12

경남대학교

교양융합대학

학 장

김경희

13

경동대학교

온사람교양교육대학

학 장

이만식

14

경상대학교

기초교육원

원 장

양재경

15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학 장

강진욱

16

경희대학교(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학 장

김성수

17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학 장

김종덕

18

고려대학교

기초교육원

원 장

정병호

19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세종교양교육원

원 장

유경철

20

고신대학교

학부대학

학 장

김선희

21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학 장

김백영

22

광주대학교

교양교육원

원 장

박진영

23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원 장

김영미

24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학 장

이장영

25

군산대학교

황룡인재교육원

원 장

황성원

26

극동대학교

아레테교양대학

학 장

최준구

27

김천대학교

교양교육개발센터

센터장

박성주

28

나사렛대학교

오웬스교양대학

학 장

김준연

29

남부대학교

교양교육원

원장

김태강

30

단국대학교(죽전)

교양교육대학

학 장

윤승준

31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

학 장

임선애

32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학 장

이규환

33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학 장

안광숙

34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학 장

최석완

35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학 장

조상식

36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학 장

장성재

37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학 장

이삼준

38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학 장

박성미

39

동신대학교

기초교양대학

학 장

정호영

40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학 장

김현수

41

동의대학교

동의지천교양대학

학 장

강경구

42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학 장

송경희

43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원 장

현승훈

●

405

연번

대학명

기관명

직책

기관장명

44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원 장

오장근

45

목포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부 장

김성철

46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학 장

김상욱

47

백석대학교

백석교양대학

학 장

이승원

48

부경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원 장

이종규

49

부산가톨릭대학교

트리니타스칼리지

학 장

김성수

50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원 장

송성수

51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학 장

김원

52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

학 장

김용성

53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학 장

오은정

54

서강대학교

전임교육원

원 장

우재명

55

서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

학 장

구자억

56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원 장

유재준

5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학부장

김태수

58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육부

교양교육부장

조익훈

59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장

이정미

60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학 장

고영남

61

선문대학교

이니티움교양대학

학 장

이상덕

62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학 장

유홍준

63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학 장

배식한

64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학 장

장승구

65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학 장

이태하

66

수원대학교

교양대학

학 장

김중신

67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학 장

박인찬

68

순천대학교

교양융합대학

학 장

장동식

69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학 장

이상욱

70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학 장

이인성

71

신라대학교

교양과정대학

학 장

이은화

72

신한대학교

교양연구원

원 장

김상현

73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학 장

손정훈

74

안양대학교

아리교양대학

학 장

박철우

75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 장

임윤묵

76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학 장

김상섭

77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학 장

권경휘

78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학 장

반덕진

79

우송대학교

교양대학

학 장

손동현

80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초과정부

학부장

윤새라

81

울산대학교

교양대학

학 장

이상엽

82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

학 장

이상설

83

위덕대학교

융합기초학부

원 장

김인영

84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성명희

85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학 장

최혜원

86

인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학 장

강석중

87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원 장

안효진

88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학 장

정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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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학명

기관명

직책

기관장명

89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원 장

차성현

90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

원 장

박준호

91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본부장

김치완

92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학 장

고문주

93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학 장

황장선

94

창신대학교

카리스교양교육원

원 장

김준호

95

창원대학교

기초교육원

원 장

허철구

96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학 장

원선임

97

청주대학교

교양대학

학 장

김영균

98

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원 장

박완신

99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본부장

김승욱

100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학부장

박상준

101

한경대학교

교양교육대학

학 장

최용수

102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김승연

10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하준홍

10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원 장

조영미

105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

미네르바 교양대학

학 장

박상원

106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학부장

이도연

107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교육원

원 장

홍옥숙

108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학 장

사희민

109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학부장

김헌주

110

한라대학교

기초교육원

원 장

이영애

111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학 장

김용수

112

한밭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원 장

김성환

113

한서대학교

교양교육원

원 장

함정현

114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교육원

원 장

조규태

115

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

창의융합교육원

원 장

정경영

116

호남대학교

창의교양대학

학 장

송창수

117

호서대학교

더함교양대학

학 장

박창훈

118

호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원 장

이상오

119

경운대학교

벽강교양교육원

학 장

민정식

120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장영희

121

서일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센터장

윤태복

122

송원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양과정부장

박연옥

123

순천제일대학교(전문대)

교양교육인성센터

센터장

정강용

124

원광보건대(전문대)

총장

백준흠

125

인덕대학교(전문대)

교양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이종하

126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학부장

이정열

127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

김창현

119~127 신규 가입 회원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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