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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양 교과목의 대형강의 문제 

핵심교양 교과목은 지난 2002년노에 처음 개설되 었다.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읽기와 쓰기 

과제를 2번 이상 부여하고 이를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엘반교양보다 한층 수엽 강도가 높은 교과무 

으로운영되고있다. 

그런데 일부 강좌의 경우수강인원이 지나치게 많아서 원래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2007년노 1학기에 개설된 핵섬교양 강좌는 모두 102개이다. 이를 수강인원별로 살펴보면 ， 40뱅 

이하의 소형강의가 32강좌이며 40명이 넘고 80명이 넘지 않는중형강좌가 46강좌， 80명 이상의 대형강의 

가 24강좌였다.대형강좌의 비율이 24% 정도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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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아래 핵심교양 교과목을 운영히고 있다. 

하지만 핵심교앙 교과목의 수강생이 너무 많아 본래의 춰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열린지성〉에서는 핵심교앙 교과목의 대형강의에 대한 학생， 교수， 조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특히 지난 학기 수강인원이 100명이 넘은 강좌 

는 20개에 딜-.5}였으며， 수강인원이 200명이 넘는 

수업도 3강좌나 되었다. 가장 수강생이 많았던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의 수강인원은 무려 

257명.83동에 서 가장 큰 캉의 실인 305호의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261명인 것을 고려해볼 때 257병 

은결코적은숫자가아니다. 

이중에서 수강인원이 10J명이 넘는강죄는 20개 

에 달하였으며 수깅인원이 200명이 넘는 깅의도 

3강좌나 되었다. 가장 수강생이 많았던 한국정치 

의 분석 과 이해 의 수깅 인원은 무려 257명.83통 

에서 가장 큰 강의 실인 305호의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261명 인 점을 고려 힘 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 다. 

이 같은 대형강좌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 도 나오고 있다. 먼저 학생들은 대형강의에서는 괴수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이상길 학생(국어국문학과 06학번)은 “수강생이 200명이 넘는 핵심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의 수엽 이 됐다”며 “교수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 인터넷 강의를 보는 느낌 이었다”고말했다. 김현령 학생(외교학과 05학번)은 “소형강의 

에서는 교수 ·조교와피드백이 잘되는데 대형강외에서는꼼꼼한첨삭지도를 기대하기 힘들다”고말했다. 

이러한문제의식은 학생틀의강의 평가에서도찾이볼수 있다. 학생틀의 2007년 1학기 강의평가결과에 의하면， 

수강생이 많은 과목일수록 조교들의 과제물 지도횟수가 현자하게 줄고 았으며 학생들의 조교 지도에 대한 만족도 

도 떨어지고 있다.40명 이하의 수업에서는 과제물이 ‘5"-'6회’ 가 나가기도 하고 강의조교 지도에 대힌 만족도도 

‘그렇다 에 몰려있는 반면 80명 이상의 수업에서는 과제물지도횟수가 ‘1~2회’ 에 몰려있고 강의조교 지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그렇지 않다’ 에 몰려 있음을 알수 있다. 핵심교양의 취지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이라는 것을 

상기해볼 때 교수， 조교로부터 첨삭지도를 받는 것이 힘들었다는 것은 핵심교양이 대형강의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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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 학기동안 몇 번 정도 과제물에 대한 지도를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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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규모별 강의조교 과제물 지토 비율〉 

O. 강의조교로부터 받은 과제물에 대한 지도는 도울이 도|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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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규모별 강의조교의 지로 만족토〉 

1，1난 퍼-기 수깅생 1퍼멍 이성으| 횟|신교양 수입윤 민당했던 교수듭쓴 쉰-‘낳적으북 ‘수경생이 니부 많아 수압 시긴이 

산민-해잔디.고 맡했디. 김종;일 교수(고고미순사회i삭)는 ‘수장써이 100벽이 념이 가넨 혁샌는의 이듭을일일이 원-려 

줄 수까 없다’!며 ‘학생뜯씌 이픔을 부르지 못깐다는 섯은 j，t수에 의깐 강의폼제가 불기-능 히마는 것“이라서 l?r했다 

또힌 흥~I ↑|교양은 찍-생갈이l게 입가 ‘ 쓰기 파저l블 핍수적으노 부여하고 과저l 이Il:H힌- 시-쇠적인 사후시도쓸 하도복 

되。l 있;<1 인 즈그1 인우!↑‘득 혼l씬 앞노는- 수강생의 수는 ?'~iI!.븐이 적극적으긴 펙색븐으I i냐제‘득 칩삭핫 수 없도섬

만뜯..IL 았마‘ 지년 학/1 핵심 .l，t‘상 ;앙씩 ~{~5ι 보.""iL 사: 에서 ;씀 121’싱의 f슨고L 강 52‘잉 !!1::fÆ:)이 i꺼새 수강생01 너무 

많으며 쇼괴 l탱이 수깅생 100명을 맡는현챙 채게에 대한새조정이 필요하다고 밀했다. 특히 100멍 이상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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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했딘 37병의 조」iL 중 11냉‘욕 제외한 26냉(709씨은- 상의 죠.ìl.에 대잔 재죠정。l 핀-요파다.i!_ l말&11 대형상의‘날 

단당한 죠E!씌 대부뷰븐 수강생 괴다 빛 2ε~llt Q~ 부측칠-문-세진 ó로 느셨다_lL할수 있다. 

하^I'간 단순히 핵심교영: 수엽 ~I 수낌 샌 정원을 줍이지나 겪의조교블 능리늠 킷1간￡노는 띤재의 둔제블 해칠 

힘!" 수- 없ιL 학심 il[잉: J ，t파옥 기l빅!' 웬칙 에시는 ·강의 담당은- ‘븐1，1_ 전임 J ，t웬 빚 되입 선 핵심 iι영‘잦 담당깐 병여Hι 

수 로 ’잉사 .=;1 고 있마. 수;f5 ;·i·븐 강91 릅- 세상히가 위해서 잭입감길- 갓그l 핵심 i{양 수업에 집증할수 있뉴 고{수만 

젝↑l교엉:수입블 운영관 수 았늠 짓이디 ~7_링기 떼눈이l 젝신교양수입.91 숫자는 단기간이| 늘넬 수 있늠 젓이 아니고 

이런 상팎에서 핵십 교영: 수암의 정원수를 쉰이는 것은 혁써는에셰 수임을 는을 수 있는 기회를 빅-탈하는 살이 씌 

어버런다. 특히 팩심 j，l_양은- 개변 수업마다의 특수성이 있;1 CH문에 분반을하기M 쉽지 않다. 곽낱주 jA수(심리학 

교1，)논 “강씌 플 판:J'.자 하는 -삭생유 많유데 수‘섭 의 성훤을 쏟01 뉴 깃유 소수에게만 혜택을 수는 갓이 될 수 있cF’ 고 

말했디-

~r자)- ;상9~κ:피의 수틀- 논리늑 것llL 만만치 굉-은 시업이다. /1훈;고[육원에서뉴 핵심고l앙 반..I[ !.:_ 학문-씩 /1훈;‘ 

일반교양 수‘섭의 캉의소교를 핀이사E 있는데 다갑 수암으l 갱-의소교‘를 핵선교‘양P혹 갑·델 수도 없을 뿐더~'1 새보운 

겪 의조교룹 뽑기 에늠 예산이 모자민 실장 이1.:1，_ 

션-:r} 핵심Jll양 수강생 과앙이라논 분새논 핵심，1.L양의 수틀 늑려이한다뉴 워섣·식얀 분새로 귀션펜다. /1갖고[유원 

에사는 빠삼 시일 내에 책신교 양의 수를 1407A까시 늘마나긴-다는 깃융 객-표도 하I 매년 책↑l교 양 개발 능’-모룹 받I 

있ll. 학심교양에 판심이 있는 전임교수가 유모애 신청 후 기"깊교육원 운엿 의원회를 기쳐 핵심교영: 수잉으닛 선정 

되띤 ，1]빈 HI용유 지젠해주，t 마음δq에 팩심 il~영 수엽에 추가되는 것이아 이런 파정잦 거쳐 2008닌에는 7;11의 

핵심..11'_양 수입 01 '늘어나게 된다. 시초괴윤워 박욕정 원장욕 “쩍심 1，1.양수입 증 몇몇 수업이 대팽징씌로 운영되뉴 

짓은 헛l선교양수압 사채기 괴도기 성태。|기 띠눈”이라미 ·‘젝↑|교영: 체제 011 t:ll힌 소정이 이두-이시고 수입 숫자도 

는이난다l건 현재 ~I ιH험캉~I 문제도준이틀 것“이려고 말했다 

i글 : 이승호/ 사진 : 이절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