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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ENDS 보고서. 

 

TRENDS 보고서는 흔히 '볼로냐 개혁' (영문 용어로는 Bologna process 나 Bologna reform 이 주로 쓰임) 

이라고 불리는 유럽연합차원의 대학개혁 장관급 회의에 자료로 발간되는 문건이다. 해당 보고서는 

유럽대학연합(EUA: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에서 발간하며 1999 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회의 차수에 

따라 2007 년까지 다섯 호가 발행되었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유럽연합차원의 새로운 대학학위과정 

정책수립과정과 이 정책이 유럽 내의 개별 대학에서 어떻게 도입,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7 년 최근 보고서에는 약 900 여개의 유럽 내 고등교육기관(질문지 조사, 연구단 기관방문 등)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에 참가한 이 900 여개의 유럽대학들의 83%가 이미 '볼로냐식 

학제개혁을 받아들여 추진중' 이라고 응답하였다. 유럽연합은 2010 년을 유럽고등교육지대 (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의 실현기점으로 보고 볼로냐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상당수의 유럽대학들이 이에 

호응하여 1999 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온 볼로냐 개혁이 이제 어느 정도 실현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2007 년 TRENDS 보고서에서는 이미 진행된 개혁의 시행착오 사례들이 다루어지고 있어, 본 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5 차에 걸친 TRENDS 보고서를 요약하여 다룬다. 

 

2. 볼로냐 개혁의 '제 1 학위과정 (1st cycle)'과 대학기초교육 

 

볼로냐 개혁과정이 특별히 대학기초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볼로냐 학제 상에서 

고등교육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제 1 학위과정(1st cycle)' 은 개혁의 중심적인 난제로서 꾸준한 논쟁점이 되어 

왔으며, 시간상으로 우리나라의 학부제도에 해당하므로 볼로냐 개혁과정에서의 유럽대학기초교육의 변화를 

논하려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9 년 최초의 TRENDS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고등교육기관들이 특별히 수렴되는 공통점이 없이 다양한 

학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많은 대학에서 첫 학위과정이 5 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다.' 라고 하였다. 이 5 년제 학위제도는 영미문화권의 대학에서 주로 3, 4 년 걸리는 

학부과정과 1, 2 년 걸리는 석사과정을 합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통상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할 때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다시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절차가 없이 하나의 학위과정이 5 년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볼로냐 학제개혁의 핵심은 이 5 년제의 학위과정을 3 년의 학사과정과 2 년의 석사과정으로 나누자는 데에 

있다(여기에 박사과정을 더하면 대학교육 전체가 3+2+3 학제가 된다). 즉, 이전에 한 마디(one-tier)였던 것을 

두 마디(two-tier)로 끊어서 여러모로 유연하게 만들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동안 

유럽에서 하나의 학위과정이 상위학위의 준비과정으로만 여겨지는 전통을 쇄신하고, 학위단계 하나하나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어느 시점에서든지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커리큘럼상으로는 기존의 강의중심 대학교육방식을 학생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 2007 년 보고서 조사에 참여한 대학들의 24%가 개혁이 '지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extremely well)'고 응답하였고, 61%가 '나름 잘 이루어지고 있다(reasonably well)'고 응답하였는데, 

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학의 경우 학제개혁을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연도 중심의 형식적인 학제개혁을 시도한 사례도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5 년의 수학기간을 기계적으로 3+2 체제로 나누기만 한 경우, 기존에 5 년동안에 걸쳐 

진행되던 커리큘럼을 첫 3 년에 압축시키게 되어 학생중심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밀도높은 

주입식 강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 기존에 4 년 학제를 운영하다가 이를 3+2 체제로 형식적으로만 

전환한 경우, 같은 내용과 수준의 지식을 시간만 더 늘려 가르치고 배우게 되기도 하였다. 



일찍이 이러한 연도 중심의 학제 개혁이 유럽고등교육을 또 하나의 새로운 경직된 모델로 수렴시킬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와 같은 학점은행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학제의 통일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3+2+3 년의 학제시스템도 햇수보다는 이수학점으로 해석할 것도 제안되었다. 이러한 학점 중심의 

학제디자인은 대학교육과정을 평생교육체제로 통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단위학제 간 연계, 구학제와 신학제의 공존(독일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구학제를 볼로냐 학제와 

양립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에 참여하였으며,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구학제 내의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등도 새로운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후속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3.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중시하는 학제와 커리큘렴 

 

볼로냐 개혁에서 중시되는 가치는 '이동성(mobility)', '고용잠재성(employability)', 

'경쟁력/유인력(competitiveness/attractivenes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개혁을 가장 특징짓는 가치는 

'고용잠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볼로냐 개혁은 대학의 커리큘럼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반영해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과학적 (scientific)이고, 전문적 (professional)이며, 기술적 (thecnological)'인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특히, 고용주들이 커리큘럼 개발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졸업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차의 보고서에 걸쳐 강조되고 왔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7 년 보고서에까지도 여전히 약 29%의 대학들만이 이러한 원칙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개혁에서 '고용잠재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많은 우려와 비판을 불러왔다. 많은 대학들에서 3 년동안의 

학사학위과정을 종결과정으로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학문적으로 만족스럽고 직업으로도 연결가능한 

학위의 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엔지니어링, 물리학, 미술 분야에서 강했으며, 

대학당국, 교수진, 학부모층, 고용주 모두 3 년 학부졸업자격의 유용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3 년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사회진출이 무리가 없는 반면, 일부 국가들에서는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석사과정으로 진학할 것을 

권하는 것이 여전히 안전한 길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이 3 년 기간의 '제 1 학위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별로 개발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모든 학부제도가 순전히 직업과정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두려움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플란더스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학부과정을 상위 학위과정 진학을 위한 학문적인 기반을 닦는 

기간으로 보겠다는 관점을 분명히 했다. 벨기에의 루뱅대학에서는 학부과정졸업이 학생들이 이후에 

석사과정으로의 진학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스위스 대학총장회의에서도 

학부졸업시점을 학생들이 다른 학과에서의 수학을 선택하거나 다른 지역에서의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석사과정과 분리된 새로운 학부과정은 그것이 

직업교육이냐 학문교육이냐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선택과 이동을 손쉽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은 학부과정의 커리큘럼이 이후 학생들이 어떤 전공영역을 

선택하더라도 유효한 것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덜 세분화된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환은 학생들이 College 나 Polytechnics 부문에서 수학하고 직업교육 학사학위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학부제도를 도입할 때 특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초기의 

보고서에서는 지적하였는데, 이후 보고서에 의하면 College 나 Polytechnics 와 같은 직업교육과정이 있었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직업학부과정 (Professional Bachelors)' 으로 되고, '학문중심 학부과정(academic 

or scientific bachelors)' 과 병존하는 방향으로 정착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학술적인 전통 대학교육의 이점을 버리고 단기적인 안목으로 고용잠재성만을 강조하는 

커리큘럼 개발의 방향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고용잠재성' 과 '관련성(relevance)'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는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새로운 강의가 

승인받는 과정에서 커리큘럼상에서 다뤄지는 지식이 연계되는 전문집단(professional circles)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학부과정 커리큘럼을 특정직업의 준비과정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미래의 가능한 전문직종에서 요구될 수 있는 모종의 공통능력들 (transversal skills)'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여러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독일의 Greifswald-

Modell 이나 네덜란드의 Utrecht, Maastricht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College 모델이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학문적 질을 유지하는 고용잠재성 개발에 관한 논의는 TRENDS 4 호 (http://www.eua.be/publications/)와 

EUA Quality Culture Project(http://www.eua.be/quality-assurance/quality-culture-project/)를 참고하면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학생중심학습(student-centred learning)에 기반한 커리큘럼 개혁: 

역량(Competence) 및 학습결과(learning outcome)에 바탕한 커리큘럼, 

커리큘럼의 모듈화(modularisation) 

 

학생중심학습에 기반한 커리큘럼 개혁에 관한 내용은, 볼로냐 개혁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TRENDS 

보고서보다는, ECTS 를 기반으로 하여 볼로냐 체제 내의 각국 자격제도의 호환성을 조정하는 

(http://tuning.unideusto.org/tuningeu/)를 참고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에서는 학생중심학습을 '학생들이 학습과정을 통해서 성취해야 하는 핵심지식이나 기술이 학습프로그램의 

내용이 되는 것' 이라고 규정한다. 볼로냐 개혁에서의 '학생중심학습'은 대개 말하는 학생들의 흥미를 

중요시한다는 의미에서의 학생중심이라기 보다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역량(Competence)' 이라는 형태로 

외부화될 수 있는 학생들의 지식획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대단히 실용적인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 학습결과(learning outcome)와 역량(competence)에 바탕한 커리큘럼 

에서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는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는 교수진이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서 획득하도록 

기대하는 바라고 할 수 있으며, '역량'은 학생들이 학습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학습결과'가 '역량'을 바탕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것이 볼로냐식 '학생중심' 커리큘럼의 요점이다. 

교수진과 전문가집단이 학문적 필요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필요를 참고하여 정의하는 '역량'은 

'기본역량(generic competence)'과 '분야별역량(subject-specific competence)'으로 나뉘게 된다. 이 중 

'기본역량'이 대개 대학기초교육이 내용으로 하는 것과 취지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볼로냐 체제에서 

강조하는 '기본역량'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도구적 역량: 인지능력, 방법론에 관한 지식, 테크놀로지에 관한 지식, 언어능력 

○2 대인 역량: 개인이 가지고있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능력 

○3 구조적 사고 역량: ○1 과 ○2 의 역량이 획득된 바탕 위에서 이해, 분별력, 지식 등을 전체적인 구조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 

TRENDS 4 호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를 통해서 유럽연합차원의 개념으로서의 '학습결과' 나 

'역량'에 대해 알고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제도화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상당히 모호한 

수준의 이해에 그치고 있었으며, 의 진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었다.  

 

2) 커리큘럼의 모듈화(Modularisation) 

최근 유럽고등교육에서 커리큘럼의 모듈화는 모든 학습내용을 단위화하여 학습경로를 개개인이 스스로의 

필요에 맞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위모듈을 구성하는 요소는 강의, 세미나 등 매우 다양하며, 

모듈화 과정 자체도 매우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음이 TRENDS 4 호에서 보고되었다. 특히, 커리큘럼의 모듈화는 

ECTS 나 DS (Diploma Supplement)와 달리 유럽연합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이용자 지침서(user's guide)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볼로냐 학제 내의 

학부과정(제 1 학위과정)에서는 3 년으로 압축된 커리큘럼의 성격상 모듈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TRENDS 4 호에 보고된 커리큘럼 모듈화의 현황을 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로마니아, 스웨덴, 터키는 이미 모듈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기존에 고등교육의 중심단위가 되었던 학년별 구분을 참고단위로 하고, 학기(semester)를 

단위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대학의 강의들을 원자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담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으며, 또 

모듈화된 커리큘럼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분절적이고 단순하게 압축되기만 한 

(simply cut and squeezed)' 학습과정이 나오는 것과 같은 위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모듈화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도입된 곳에서는 학생들은 커리큘럼의 모듈화를 대개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각 단위모듈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필요로 

하였다. 모듈화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의 학생들의 불만은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몇 가지의 코스만 모듈화되어 전반적인 학습경로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으며, 

기관들의 응답중에는 인적자원 등 여러가지 자원의 부족으로 유연한 커리큘럼의 운영이 많이 어려운 상태라는 

보고도 있었다. 

 



5.학생 이동성 (Mobility) 

 

볼로냐 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우려되었던 점 중에 하나가, 3+2 의 새로운학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위학제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따라서 교환학생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볼로냐 개혁이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던 학생들의 이동성에 사실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TRENDS 5 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70% 이상의 

기관들이 '학생들의 수학을 위한 여행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이동이 감소한 경우는 

커리큘럼의 모든 과목이 의무화되었거나 학생들이 최종논문작성기간을 자국에서 보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였다. 

전 유럽차원의 대학개혁을 통해서 유럽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유럽화(Europeanisation)' 이므로, 볼로냐 개혁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이동성 증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에게 복수의 유럽권 언어를 

획득하게 하는 것을 권장되고 있으나, 짧은 기간의 교환학생 수학기간동안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깊이있는 

학문적 논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많은 수의 강의들이 사실상 영어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정에 기반한 

유럽 대학 영어강의 실태를 살펴보면, TRENDS5 호에서 방문조사한 대학들의 경우 석, 박사 수준에서는 영어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증가한 반면에, 제 1 학위과정에서는 영어강의가 증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제 1 

학위과정에서 같은 과정을 자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많은 대학들에서 여전히 자국어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영어강의보다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발견된다. 언어의 문제가 여전히 학생이동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볼로냐 개혁의 기술적 장치들: 학점 교환 및 축적 시스템(ECTS), 

영문부가학위증명서 발급제도, 자격제도 

 

볼로냐 개혁에서 커리큘럼 개혁과 학습결과(learning outcome)를 공인하는 것을 돕는 기술적인 장치로 

학점교환 및 축적 시스템(ECTS), 영문부가학위증명서 발급제도, 전반적인 자격제도를 들 수 있다. 

 

1)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20 년전 ERASMUS 교환학생제도와 더불어 생긴 학점교환과 축적 시스템으로서의 ECTS 의 사용은 볼로냐 개혁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TRENDS 보고서 5 호에서 ECTS 를 학점교환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이 75%, 학점축적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이 66%였다 (스페인은 최근 국가차원으로 

확대중이며, 그리스와 러시아만이 아직 ECTS 를 학점축적시스템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국가이다). 

TRENDS 5 호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ECTS 의 올바른 사용이다. 여러가지형태의 학습(informal, non-formal 

learning)과 그 결과물을 모두 측정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자는 ECTS 의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ECTS 를 

사용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평가는 학기말에 이루어지는 1 회적인 시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생들이 외국에서 획득한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 고 대답한 기관이 여전히 47%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외국의 대학에서 학점을 획득하여 자국에 돌아왔을 때 해당 과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과목에 대한 기술(description)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기관차원의 ECTS 사용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ECTS 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영문 부가학위증명서 발급제도 (Degree Supplement) 

 

볼로냐 개혁에서 영문 부가학위증명서 발급제도는 각국 대학교육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3 년 베를린 회의에서 2005 년까지 유럽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문 부가학위증명서를 발급하자는 

합의가 있었으나 2007 년까지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만이 발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영문 

부가학위증명서가 국제노동시장에서는 유용한 반면, 국내차원에서는 사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점계산의 어려움 외에도 행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3) 자격제도 (Qualification Framework) 

볼로냐 개혁에서의 '새로운 스타일'의 자격제도는 자격증 발급제도를 투명화하고 학습경로를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자격제도는 ECTS 와 DS (Diploma Supplement) 에 기반하여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럽고등교육지대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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