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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학원 고사제도에 대하여는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각 지관에 의 

하여 그동안 꾸준히 재검로되어 왔으며 몇가지 의문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았다. 그중에서 제 2 외국어로서의 불어과목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 

기로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인문사회계에서만 석 • 박사과정 업학시험에 제 2 외국 

어 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았으며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는 인문사회계의 

석 • 박샤과정과 자연계 박사과정에서만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 

여 시험회수가 많다는 것이 일부 전공 계열에서 문제점으로 지척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만 석사 • 박사 학위과정을 밟는 경우에 엽학고사 2회， 자격 

고사 2회를 치르게 되는 일도 있어 시혐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전공 계열에서는 박사과정자격고사의 제 2 외국어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 

도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저I점들은 목전의 펄요성만 생각하면서 검로할 것이 

아니라 2000년대의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원대한 전망하에 숙고할 

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학백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본교는 이제 중견인력의 양성과 선진외 

국의 이론 및 기술의 도입전달이라는 종래의 기능에서 벗어냐 기초이론의 창 

조적 개발과 기술혁신의 선도， 고급두뇌의 자체생산 등을 통해 2000년대의 

선진사회로의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 

대학은 몰라도 적어도 서울대학교만은 이러한 원대하고 야성찬 목표하에 

2000년대의 인류의 역사를 선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한된 전문분야만을 천착하는 인채를 양성하기보다， 서너 

개의 외국어를 포함한 폭넓은 인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전공 

학문을 쌓아 올렴으로써 창조적인 이론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채를 양 

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고사제도를 숙고 재검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불어의 경우 이미 1980년대에 들어와 인문사회계 

를 제외한 여타계열의 입학고사에서， 그리고 인문사회계를 제외한 여타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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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석사과정자격고사에서 그 시험이 제외된 현 제도로도 문제점이 별로 없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공계열얘 따라 석사과정 업학고사에서 

일청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적사과청 자격고사를 면제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박사과정 업학고사에서까지도 면제해 주며， 취득정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는 불어불문학과에서 개설하는 특정과목을 1학기 

동안 이수케 하여 대신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단 타교에서 석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이 본교 박사과정에 웅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성적에 따라 앞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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