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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연구중심대학에서 학문후속세대가 어떠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학문사회화의 특징이 교육 성과로서 학생의 역량과 어떠한 관계를 가
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사 교육이 교수 또는 연구자로서의 가치와 태도
를 기르고 연구 및 교수 역량을 발달시키는 학문사회화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학문후속세대들이 획득하는 가치와 태도, 역량 형성 과정은 박사 교육의 본질
적 측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른 학문사회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학문사회화와 역량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에서 학문사회화와 학문 분야 및 박사 연차의 개념은 학문후속세대
양성과정을 설명하는 중요 개념으로 활용된다.
첫째 학문사회화는 연구자 또는 교수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박사과정생
이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와 규범 등을 습득하고 내면화함으로써 학자적 정
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학문사회화는 박사학위과정과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학원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학문 분야는 연구자의 학술활동이 이루어지는 학문 공동체를 의미한
다. 학문 분야에 따라 추구하는 연구의 가치와 지식의 본질적 특성이 서로 다
르며, 이로 인해 연구자들의 행동 양식과 규범, 학술 문화 등에서도 차이가 나
타난다. 학생들은 박사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학문 분야의 고유한 특
성을 내재화하게 된다.
셋째, 박사 연차(年次)는 박사과정생의 입학 후 햇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박
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일련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역량 발달의
도약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1개년도 자료로 학생 개인의 역량 발
달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단일 대학 학생들의 입학 수준이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각 연차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교는 가능하다.
이 연구는 2015년 ‘아시아 선도대학(Flagship University) 대학원 교육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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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국제비교연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생 총
449명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문 분야는 연성학문, 경성학문, 순
수학문, 응용학문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박사 연차는 3개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문사회화는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동료와의 상호
작용, 그리고 대학원 문화와 박사학위과정 만족도로 구성되며, 박사과정생의 역
량은 연구 역량, 창의 및 교수 역량, 협동적 역량으로 구분한다. 분석 방법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후속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난다. 학문 분야에 따라 학술활동의 가치와 문화,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과
동료와의 연구 협력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며 연성학문과 경성학문 간의 차이
가 뚜렷하다. 그러나 박사 연차에 따른 학문사회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성학문분야에서는 박사논문의 완성과 국내 학술 활
동에 가치를 두며, 경성학문분야에서는 연구의 학술지 게재와 국제 학술 활동
에 가치를 둔다. 연구와 관련하여 연성학문분야에서는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식하나, 경성학문분야에서는 지도교수 접근성은 높지
만, 상호작용의 정도에 대한 인식은 연성학문분야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또
한 박사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 분야의 이론 및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며, 학제 간 연구나 교수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전
반적으로 연성응용학문에서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학업 연구
시설과 행정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경성학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둘째, 박사과정생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연구 역량을 가장 높게 인식하며,
창의 및 교수 역량은 비교적 낮게 인식한다. 학문 분야 간 차이는 협동적 역량
에서 발견되며, 연성순수학문분야 학생들이 자신의 협동적 역량을 낮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박사 3-4년차 학생들이 1-2년차 학생들에 비하여 비
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프로젝트 관리 역량에서 자신의 역량을 높게 인식한다.
셋째, 학문사회화과 역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사과정생의 연구 역량은 지
도교수 상호작용, 동료상호작용, 경쟁적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며, 창의 및 교수 역량은 지도교수 상호작용, 자율적, 경쟁적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협동적 역량은 지도교수 상호작용과 동료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학문 분야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성학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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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의 연구 역량은 지도교수 상호작용 및 교육 프로그램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며, 경성학문분야 학생 역량은 동료상호작용 및 자율적, 경쟁적 문화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학문 분야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박사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역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성학문과 응용학문
에서 연구 역량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높아지고, 순수학문에서는 창의 및 교
수 역량에 대한 박사 연차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의 학문후속세대는 이론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획득, 연마하며, 국내외의 학술 활동을 중시하는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
는다. 이러한 학문사회화는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역량과도 유의
한 관계를 보여준다.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과 동료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율적, 경쟁적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학문 분야에 따라 학
문사회화가 일어나는 환경 및 조건이 다름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박사학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
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 연구는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박사과정생의 역
량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통
해서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학습과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유
대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 중심의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박사 교육을 위해서는 학문 분야에 따른 학문사회화의 특성
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여, 이 연구의 결과는 연성순수학문분
야 학생들에게 일반 역량으로서 협동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경성학문분야에서는 지도교수와 만남의 빈도는
높으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남을 고려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도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학문 분야별 성취 기대 및 가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
록 박사과정 교육 지원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박사과정생의 모든 역량과 유의한 관
계를 보여주는 중요 요인이나 학문 분야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문 분야별 요구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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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프로그램의 형태와 내용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박사과정생은 인지적, 수동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전문가와 지도교
수 및 동료 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한다. 따라서 우수한 박사학
위자 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간학문적 학습공동체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학생과 박사 후
연구원, 교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소그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박사과
정생의 진로와 학문적 요구를 결합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박사과정생의 경험을 조사하고 학문
사회화와 역량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박사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박사과정생의 역량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문 분야에 따른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박사교육의 특징적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따라
서 이 연구는 박사과정생의 역량과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대학원 모델을 개
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학원 제도 및 문화 개선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전공과 학과에는 박사과정생의 효과적인 지도와
교육 방식 개선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며, 정책가에게는 대학의 미션과 학문 분
야 특성, 교육 단계 등 정책 수립의 고려 요소를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
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심
층적 분석, 학문사회화의 내면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학문 분야에 따른 차
별화된 박사과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박사교육, 학문분야, 학문사회화, 지도교수 상호작용, 동료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연구역량, 창의 및 교수역량, 협동적 역량
학 번 : 2012-3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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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대학의 지식 생산 기능은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
하는 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들 역시 학
문 세계화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지식 경제의 연합체로 발전하기 위하여 대학
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Altbach & Balan, 2007). 특
히 박사학위자의 증가와 노동 시장의 위축은 대학원 교육의 질과 성과에 관심
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 한국 사회에서도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역시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박사학위자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신희권,
2005; 한상연, 신안나, 2009). 지난 10년간 대학원 학위 취득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박사학위 취득자 역시 2000년 6,153명에서 2015년 11,52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1). 이러한 대학원 교육의 확대는 전문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나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대학원에서 관
리 소홀 및 질 관리 부재로 박사과정 부실화가 나타난다고 평가되어 왔다(신
현석 외, 2008; 한상연 외, 2009). 무엇보다도 학부 중심의 대학 구조는 대학원
의 교육과 지식 창출 역량 및 여건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송
창용 외, 2012; 신현석 외, 2008). 따라서 국내 대학원 교육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학위의 국
제적 통용성은 여전히 낮다는 견해도 나타난다(김상봉, 2004; 윤상철, 2003; 진
미석, 2007; 한상연 외, 2009).
이렇게 최근 관심을 가지게 된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BK21,
WCU사업과 같은 대학원 육성 정책의 효과와 대학원 운영 과정 및 제도를 주
로 다루어 왔다(김병주, 2006; 반상진 외, 2004; 서정헌 외, 2006; 신현석 외,
2005; 신현석, 2011). 또한 석․박사과정을 포괄하는 대학원 제도 및 여건에 대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연도별 학위취득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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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대학원 육성 정책에 의한 대학원
생의 연구 성과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 진로 및 직업성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대학원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송창용 외, 2014; 신현석 외,
2008; 이정미 외, 2013; 이정미, 최정윤, 2008; 장덕호, 2013; 진미석, 2007). 따
라서 이제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에서 한발 나아가 석, 박사학위, 대학의
미션, 학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특히 학문 세계화와 박사학위자의 증가로 박사 교육의 수월성을 높
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박사교육의 질과 구조, 전문성 발달 요인 등
박사학위과정의 교육 특성과 학생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박사학위자 양성의 교육 훈련과 전문성 발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박사과정생이 연구
자로써의 자질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 제도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관계, 학문 분야와 대학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Bowen & Rudenstine, 1992; Ehrenberg et al, 2010;
Golde, 2005).
따라서 학생 개인 특성과 공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과 학문 문
화까지 포함하는 학문사회화(academic socialization)의 개념은 박사 교육을 설
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어왔다(Austin & McDaniels, 2006a; Gardner, 2007).
학문사회화는 연구자 또는 교수의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가치와 규범 등을 내면화함으로써 독립적인 학자로서의 정체성
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Antony, 2002; Weidman et al, 2001). 학문사회화
는 교수와 선배, 동료들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대되는 역
할과 행동에 대한 관찰과 학습 및 모방과 내면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학문사회화의 개념은 박
사 교육 구조가 도제식(apprenticeship)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와 학습이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사과정생의 전문성 발달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Austin, 2009). 특히 박사과정생이 성인 학습자이며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생의 지위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을 생
산하는 연구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중요한 학습 과정이 된다.
또한 학문사회화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활동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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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문 분야의 연구자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들이 공유하는 특성을 반영
한다(Austin et al, 2009). 학문 분야 간에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는 마치 서로
다른 부족국가로 비유될 만큼 다르게 여겨져 왔다(Becher & Trowler, 2001).
학문 분야는 지식탐구의 큰 틀에서 패러다임의 존재와 지식의 실용적 가치의
기준에 따라 연성학문과 경성학문,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으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이들 간에 연구 가치와 활동, 연구의 규범과 문화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Biglan, 1973a; Becher & Trowler, 2001). 따라서 박사과정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의 본질적 특성과 함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박사학위과정에 대
한 연구는 이러한 학문 분야의 특성을 간과하였거나, 또는 특정 학문 전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박사 교육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또한
박사 교육 훈련 과정이 개인의 독특한 경험으로부터 질적으로 기술되었거나
석박사가 통합된 하나의 대학원 경험으로 분석되었기에 박사 교육에서 중요하
게 나타나는 학문 문화와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관계 등의 학문사회화 요소를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박사교육의 학문사회화 특징을 분
석하고, 학문사회화 과정이 학생의 역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하고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박사 교육의 과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둔다.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분야와 박사 입
학 후 연차(年次)에 따른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 특징을 분석한다. 이 연구
에서 학문사회화는 박사학위과정과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대
학원 문화로 구분된다. 둘째,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별로 박사과정생의 역량
특징을 분석하였다.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연구 역량, 창의 및 교수 역량, 협동
적 역량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학문사회화와 학생 역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탐구되어 왔던 박사과정의 학문사회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박사과정생의 역량과 학문사회화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
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박사 교육의 질과 효과성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박사과정 학생의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적, 정책적 시
사점과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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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박사과정생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대학원에서의 학문사회화 특
징을 밝히고 학문사회화와 학생 역량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특히 서로 다른 가
치와 규범을 추구하는 학문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학문 분야 및 박사 입
학 후 연차에 따라 나타나는 학문사회화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른 박사과정 학문사회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박사학위과정과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로 구성되는 대학 차원의 학문사회화를 중심으로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
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다.
1-1) 학문 분야에 따라 학문사회화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2) 박사 연차에 따라 학문사회화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연구 역량, 창의 및 교수역량 그리고 협동적 역량으로
구분되며, 이들 역량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1-1) 학문 분야에 따라 박사과정생의 역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1-2) 박사 연차에 따라 박사과정생의 역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학문사회화와 역량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의 학문사회화
특징과 역량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학문 분야에 따라 학문사회화와 역량
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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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박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학문후속세대 양성 과정에 관한 연구로써 국내 학
문 공동체를 이해하는 기초 토대가 되며, 국가 지식 생산 체제의 발전과 관련
된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국내에서는 박사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지 않으
며, 거시적 차원의 정책 연구나 미시적 차원의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더욱이 박사교육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의 보편적인 경험과 역량
형성을 다룬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문 분야와 학문사회
화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른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 특징을 밝히고 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박사교육을 이론적
이고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구체적
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단일 대학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데이터
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방법으로 박사과정생의 경험을 조사하고 학문사회화와
역량 특성 및 그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둘째, 박사학위과정과 대학원 문화,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등 대학
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사회화 특징과 박사과정생의 역량과의 관계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박사과정생의 역
량과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대학원 모델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제도 및 문화 개선을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전공과 학과에는 박사과정생의 효과적인
지도와 교육 방식 개선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며, 정책가들에게는 대학의 미션
과 학문 분야 특성, 교육 단계 등 정책 수립의 고려 요인들을 제시한다.
셋째, 대학원 연구에서 획일적 기준을 적용했던 선행 연구와 달리, 이 연구
는 학문 분야와 박사교육의 학문사회화 단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의 경험과 역량을 분석하였다. 특히 학문 분야의 특성은 박사과정생
의 전문성에 대한 정의 및 교육 과정과 방법의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박사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의 본질적 특성과 함께 학문사회화 과정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국내 박사과정생에 대한 연구는 학문 분
야 특성을 간과하였거나, 또는 특정 학문 전공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학문 분야를 연성학문과 경성학문,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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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 학문 분야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박사 교육에 있어 학문 분야가 학문사회
화와 역량 인식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를 가
진다. 이는 향후 박사교육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학문 분야별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학별 미션과 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단일 대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학생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가 연구중심대학 박사과정생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나, 박사제공대학 또는 교육중심대학의 박사과정생에 대한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따라서 연구의 주요 변인들 지도교수 및 동료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또는
역량 등은 학생이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실제 상호작
용이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평가한 변인으로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박사과정 학생의 사회화 특성과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입
학부터 졸업까지의 다년간의 종단 데이터의 분석이 이상적이나 이 연구는 데
이터 수집의 한계로 횡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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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라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 특징을
분석하고, 학문사회화와 학생 역량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와 학문 분야의 특성 및 분류, 박사 역량과 국내
박사 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한 이론과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1.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
교수와 연구자 집단은 권위있는 특정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집단으로 자
율적으로 그 자격과 업무의 질을 결정하며,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통해 후속
세대를 교육 훈련한다. 또한 이들에 의하여 생산된 지식이 사회적으로 공공재
의 성격을 가지며 연구를 위한 윤리와 전문가 정신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에
해당한다(Smart et al, 2000; Weidman et al, 2001). 따라서 박사과정생의 학문
사회화는 전문직 사회화 이론과 맞닿아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파생되어 발달
하였다. 본 장에서는 전문직 사회화 이론과 함께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를
설명하는 이론과 선행 연구를 제시하였다.

가. 전문직 사회화
1) 사회화
인간은 본질적이고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다. 성장하면서 가정을 비롯
하여 학교 직장 등의 사회에 의존하며, 사회화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 되어 간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지속적인 결합이 없이는
성장과 균형을 갖추기 어려우며, 사회 안에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
덕, 생활방식, 행동 양식, 유용한 경험과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사회화는 심리
학과 사회학, 인류학 등의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연
구되어 왔다. 심리학자들은 사회화 과정의 정신 분석이나 심리학적 발달에 관
심을 가졌으며, 사회학자들은 역할과 행동을 통해 사회화를 규정하였다(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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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1997). 포괄적으로 사회화는 소속된 사회 내에서 주어진 역할 예를 들면,
부모, 자녀, 교사, 학생, 직업 내의 역할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
의 과정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써 필요한 능력과 기술,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
이다(Weidman et al, 2001). 사회 구조 내에서 각각의 역할들은 서로 다른 권
리와 의무, 특권을 가지고 그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
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별과 모방, 동화와 학습의 과정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
진다. 이러한 사회화는 상호작용과 문화, 사회적 구조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
다(이규호, 2005). 여기서 사회적 구조는 역할들의 총체를 의미하며, 문화는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역할들을 초월하는 초개인적인 질서로 공동생활의 규범,
가치, 지식 등을 말한다. 따라서 문화는 관습과 제도적 규범, 이데올로기와 가
치 등의 이념적 규범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규범들의 타당성으로 인해 집단 구
성원들 사이의 동질성이 형성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개인
의 의미와 사회적 구조 사이의 조율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진다(조용환,
1997; 이규호, 2005). 따라서 사회화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요구
되는 역할과 문화에 대한 이해 및 동질화를 의미하며, 개인의 주체적 노력과
특성이 환경과의 교류와 협상을 통해 사회화되어 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
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은 요구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
한 기술과 가치를 연마하며, 다른 집단과 차별화하고 집단 내 동질화를 촉진하
는 하위문화를 발달시킨다.

2) 전문직 사회화
전문직 사회화는 이러한 사회화의 맥락에서 특정 직업과 관련된 역할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고 집단 내로 동질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즉 특정 전문직을 수
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가치와 태도 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Clayton et al, 1989; Taormina, 1997). 사회적 의미에서 전문직은 독
특한 위상을 가진 직업을 지칭하며,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스스로
직무의 조건과 내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인 권
한을 가지고 있다. 전문직은 여타 다른 직업들과 비교하여, 서비스의 독점적
제공 능력과 자기 규제의 힘을 가진 자율성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유홍준, 2000). 이러한 독점과 자율성은 전문직 지식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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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근거한다. 따라서 새로운 구성원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자격과 질을
판단하는 독점적이고 자율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전문직의 특성은 전
문직을 위한 학교, 자격증, 그들만의 통용어(jargon)등을 통해서 가시화된다.
직업 활동 수행을 위한 공식적 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전문지
식을 습득하며, 직업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자격, 윤리규정, 전문가협회 등이
존재한다(유홍준, 2000). 따라서 전문직에 있어,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을 갖추
며, 자율적인 규제를 위한 가치 및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서 사회화는 전
문직 교육 훈련의 과정을 설명한다(하나선, 박효미, 2009).
전문직 사회화는 주로 의료직과 교직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들의
사회화는 이직률과 직무 만족, 직무 헌신과 업무 능력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김문실, 최순옥, 2003). 이러한 전문직 사
회화는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가져오는 조직
사회화, 이러한 조화를 매개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유홍준,
2000; Holland, 1997).
가) 개인과 환경의 조화 이론
개인과 직업 환경은 직업 선호와 구직 그리고 채용과 보상을 통해 서로를
선택한다. 개인과 환경의 구조적 상호작용이론을 살펴보면, 개인의 특성과 환
경적 특성이 서로 동일할 때 만족도가 높아지고 안정적이며 성취적이다
(Holland, 1997).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 환경을 찾으며, 환경
은 그들이 선호하는 능력에 대한 다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화를 가져온
다. Holland(1997)는 개인과 환경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관계
를 조명하였다. 개인과 환경의 유형은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순서대로 육각형 모양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마
주보는 성향과 상관이 낮게 나타나며, 사람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성향을 가
지고 행동한다. Holland(1997)에 따르면, 6가지 유형의 개인들은 스스로의 특성
에 따라 직업 환경을 선택하며, 환경은 그 특성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
양식을 강조하고 성취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특성과 일
치되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은 일관성과 변별성, 정체성, 일치성으로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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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관성(consistency)은 육각형 상의 인접함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실제형이면서 탐구형인 성격은 관습형이면서 예술형인 성격보다 일관성이 높
다. 이러한 일관성은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나타나며, 일관된 환경
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일관성
이 낮으면, 목표나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환
경에 대한 만족도나 지속성, 관련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관계가 있다.
변별성(differentiation)은 이러한 특성이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
는 것으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한다. 변별성이 높은 환경은 확실한
방식으로 좁은 범위의 행위가 일어나며, 변별성이 낮은 환경은 넓은 범위의 불
분명한 목표가 존재한다. 정체성(identity)은 개인의 안정되고 분명한 특성을,
환경의 정체성은 분명하고 안정적인 목표, 규칙,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일치성(congruence)은 개인과 개인이 속한 직업 환경
유형의 일치정도를 말하며, 개인의 특성이 동일한 환경에 있을 때 활발하게 활
동하고 높은 역량을 보여주며,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얻는다. 따라서 개인과
환경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개인과 환경이 안정적이며 성취
가 높아진다. 이 이론은 추후 제시할 학문 분야 특성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개인과 환경의 구조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
는 사회화의 개념을 확장하여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함으로
써 개인의 발달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차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나) 조직사회화 이론
조직사회화는 개인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가치와 규범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직이 기대하는 역할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이다(Van
Maanen & Schein, 1979). 조직에 처음 들어온 신입자는 조직이 선호하는 새
로운 자아상을 형성하고 업무 지식, 사회적 지식과 행위를 습득함으로써 효율
적인 조직 구성원이 된다(Howkins & Ewens, 1999). 조직사회화는 성인사회화
의 영역으로 조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형성된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인간성의 창조가 아니라 재구성이라고 본다(Cooper-Thomas & Anderson,
2006). 조직사회화의 특징적인 점은 가정이나 직전 학교, 직장에서 내재화된
개인의 가치가 직업 현실이나 조직의 가치와 상반되거나 괴리감이 생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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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속에서 새로운 관습과 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이다(Cohen-Scali, 2003). 이상
적인 가치와 현실 가치의 괴리는 개인의 문화적 충격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
며,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역할 박탈이 일어나기도 한다.
조직사회화의 성공은 지원적인 상호 관계와 직업적 정체성의 확립에 의하여
설명된다. 직장 동료와 상사 등과의 인간 관계의 형성이 조직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동료, 역할에 대한 모델과 멘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직
무에 필요한 정보를 구성하고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Cooper-Thomas
& Anderson, 2006). 직업적 정체성의 확립은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조직에 대한 애착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
져온다. 간호사의 조직사회화 사례를 살펴보면, 동료와 함께 하는 정도와 외부
인의 압력에서 격리되는 정도가 전문직 가치의 내면화와 준거 집단에 수용되
는 정도를 결정한다고 하였다(김문실, 최순옥, 2003).
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사회화는 행위자가 받아들이는 의미와 구조 사이
에서 조율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양해림, 2011). 즉 의미있는 타자와 직
업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개념과 역할이 발달하는 것이다.
직장 내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대를 인
식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며 노력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교류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조용환, 1997).
Hewitt(2000)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의미를 가지
며, 그 의미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개별적이면서 사회
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다. 인간들은 대상을 향해서 행동함으로써 대상들을 창조
한다. 즉 전문직이 추구하는 가치있는 행위와 규범들은 사회의 구성원들의 정
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유된 지식에 의존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과정으로 전형화를 통해서 구체화 된다.
전형화는 전형적인 것에 대한 기대와 가정들의 집합이며 서로의 말, 행위들의
관찰과 반응에 의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외양과 행위, 대화 등은
정체성 확립과 전형화의 기초 단서가 된다(Hewitt, 2000). 전문가 사회는 우리
가 대면하는 외적 실재이면서 구성원에 의해 부여된 의미의 집합으로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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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조직화된 활동들이 접합된 연결망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의 강의는
교수와 여러 학생들의 수많은 접합된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강의라고 부
르는 공동 행위의 독특한 표식은 개인들이 관여하는 구체적인 행위들 중의 어
떤 하나가 아니라 정의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접합이다(Hewitt, 2000).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직업 사회화는 예기적 사회화, 공식적 사
회화, 조직사회화, 그리고 정체성 형성으로 설명된다(Lindsey, 2005). 예기적
사회화 단계는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고 심리적 기대와 사전 교육이 일어나는
단계이며, 전문직업적 훈련과 교육의 공식적 사회화 단계를 거쳐, 실제로 직업
을 가지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사회화 단계를 통해 직업적 정체
성과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배경과 동기가 공식적 교육
과 조직적 맥락 간의 지속적인 교환을 통해 전문직업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전
문직에서의 사회화는 직업 기술을 획득하고 동료와 지도자로부터 전문가로서
의 역할 행동과 가치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받으며, 직업과의 동일시와 지위
획득의 과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김문실, 최순옥, 2003; 김소선 외, 2004;
Lindsey, 2005).
결론적으로 전문직 사회화는 특정한 기술과 가치 규범을 요구하는 전문직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 훈련 방식을 의미한다. 관련된 전문 지식과 행동 양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조직 환경과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서 획득된다. 따라서 전
문직 사회화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며, 새로운
위치가 창출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대와 역할이 요청되기도 한다.

나. 대학원생의 학문사회화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academic socialization)는 교수 사회화의 예기적
사회화 단계(anticipatory socialization)라고 볼 수 있다(Tierney & Rhaods,
1993). 박사과정생이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 또는 연구자로 입직하게 되면 해당
대학이나 연구소의 조직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학문
사회화는 전문 직업적 교육훈련 단계라는 측면에서는 교수직을 수행하는데 필
요한 연구와 교수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학문사회화를
통해서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지식과 가치, 행동 규범을
익히고 내면화한다(Weidman et al, 2001). 한편, 대학원생이 학자로 성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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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단계를 탐색기, 입문기, 성장기, 주도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 대학원 박사
과정의 시기는 성장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경험이 평생의 연구와 전문성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오헌석 외, 2007).
이와 관련하여 학문사회화의 논의는 유사하지만 연구의 초점과 학문 배경에
따라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학문사회화의 정의와 관련하
여 선행 연구들은 <표 Ⅱ-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Ⅱ-1> 학문사회화의 정의
학자

정의

Antony (2002)

학문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인식하고, 개인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일치(congruence)와 동화
(assimilation)가 일어나는 과정이며 지적인 개성과 정체
성이 발달하는 과정

Austin &
McDaniels(2006a)

Austin(2009)

Millet & Nettles,
(2006)
Smart et al
(2000)
Weidman et al
(2001)

학생과 전공, 대학, 학문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
면서 공동체 안의 차이들을 결합함으로서 상호 작용하고
상호 변화하는 과정
박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방과 학습을 통하여 학자로서
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화되어 가는 인지적 도제
(Cognitive apprenticeship)의 과정
대학원 내부와 외부의 열린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
호적이고 역동적인 학습의 과정
학문 환경이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 양식을 학생에게 인
식시키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을 변화
시키는 과정
전문가로서의 규범과 가치, 전형을 내면화하고 전문가로
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학문사회화(academic socialization)는 대학원생
과 학문 환경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과 및 학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써 연구자 또는 교수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능의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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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가치와 규범, 인지적 기대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문사회화를 구성하는 요소와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사회화의 차원과 요소
Weidman et al(2001)은 대학원생의 학문사회화에 관한 저서를 통해서 기존의
이론들을 종합하고, 학문사회화를 설명하는 3가지의 중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요소들은 지식 습득과 투자(investment), 몰입과 참여(involvement)로써 전문가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들은 사
회화의 특성 및 단계에 따라 그 비중과 역할이 달라지며, 학과와 학문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지식 습득은 과업에 필요한 인지적 지식과 기능, 성공에 대한 기대와
평가에 대한 지식의 획득을 의미한다. 이는 전문 영역에서 나타나는 전통과 가
치, 전문 용어 등의 습득 역시 포함한다. 둘째, 투자는 대학원생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적 가치 예를 들면, 시간이나 돈, 대안적 선택, 자기
확신, 사회적 평판 등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몰입과 참여는 해당 학
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어 연구 활동과 교수 활동 등에 참여
하고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교수 또는 선배와 교류하고, 필요한 기
술과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사상과 가치를 내재
화한다.
이러한 사회화의 다양한 모습들은 6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Tierny &
Rhoads, 1994; Weidman et al, 2001). 사회화는 연구 협력과 같이 집단적
(collective)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독립적인 논문 작업처럼 개인적
(individual)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식적인(formal) 수업과 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informal)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필수교육과정과 논문자
격시험 등 이루어야 할 과업을 통해 고정(fixed)적이고 순차적(sequential)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의 독특한 경험들은 무작위적(random)이며 가변적(variable)
이다. 선배나 지도교수의 조언은 연속성(serial)을 가지고 제공되며, 이전의 경
험이 현재와 다르다면, 사회화의 분리적(disjunctive) 측면을 가질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학생의 특성이 학과 전공과 잘 맞는다면, 수여(investiture)를 경험
하지만, 잘 맞지 않는다면, 개성의 박탈(divestiture)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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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문사회화는 초기 사회화(Anticipatory Stage), 공식적 사회화
(Formal Stage), 비공식적 사회화(Informal Stage), 개인적 사회화(Personal
Stage)로 구분할 수 있다(Weidman et al, 2001).
첫째, 초기 사회화는 신입생으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 태도, 인지적 능
력에 대한 기대 수준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관련 용어, 전형적인 행
동, 성공을 위한 명확한 지침 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Staton, 1990). 둘
째, 공식적 사회화는 관련 지식에 대한 공식적인 수업과 선배, 재임자의 역할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며, 규범적 기대를 인식하고 소속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익숙해지는 것이다(Stein, 1992). 따라서 대학원 프로그램의
질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활동이 사회화의 성공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공식
적 사회화를 통해서는 규범적 모범이나 보상, 징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비공식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셋째, 비공식적 사회화는 교수, 선배, 동료들과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통하
여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한 단서를 얻으며, 이들과의 사
회적 유대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넷째, 개인적 사회화는 개인과 사
회적 역할이, 개인 특성과 사회적 구조가 통합되는 것을 말하며, 소속된 학과
또는 학문 사회의 가치 및 규범을 내면화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대학원생들은
개인적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전공에 깊게 스며들고 성숙되며, 학자
사회의 일원으로 변모한다(Antony, 2002). 그리고 그들의 학문적 능력 및 지식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공 가능성과 학위의 경쟁적 우위, 노동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등을 판단하게 된다(Stark, Lowther & Hagerty, 1986).
이렇게 사회화의 범주와 특성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상호적인 것이다(Austin & McDaniels, 2006a). 즉 학생
마다 박사과정의 경험도 다르고 개인 특성도 상이하며 따라서 이들의 사회화
방식과 과정도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2) 학문사회화의 과정
학문사회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은 외부적으로는 교수 및 연구자의 전문가
공동체와 초임 전문가 사회 그리고 가족 및 노동 시장 등과 관계를 형성하며,
내적으로는 대학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지식의 습득,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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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몰입 및 참여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 사회화, 비공식적
사회화, 개인적 사회화가 일어나고 대학원 내부, 외부 사회와 서로 긴밀한 영
향을 주고 받으며, 교수와 연구자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Gardner, 2007; Sweitzer, 2009; Weidman et al, 2001).
아래의 [그림 Ⅱ-1] 은 다양한 학생들과 대학원, 학문 분야와 전문가 사회의
관계 속에의 학문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Weidman
et al, 2001). 이는 비선형성, 전문적 사회화의 역동적인 성격과 전문적 역할에
대한 과업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을 보여준다. 대학원생들은 대
학과 학과의 각종 제도와 교육과정, 학업 프로그램, 동료 문화의 영향을 받으
며, 교수 및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및 각종 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전문가 사회
의 일원이 되어간다. 학생들은 시간과 돈 등의 다양한 기회 비용을 투자하며,
관련 지식들을 획득하고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관여하고 몰입한다.

[그림 Ⅱ-1] 대학원생의 학문사회화
(Weidman, Twale & Stein, 2001)

여기에서 교수의 역할은 보이지 않으나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대학 사
회의 제약 안에서 교육과 연구, 봉사를 위한 규범을 형성하며, 교수학습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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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및 교육 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학문 프로그램의 구성원 간 관계를 형성하
고 또한 전공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며 재정적 지원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대학 외부에 위치한 예비 학생 사회, 전문가 사회, 개인적 사회, 그리고
초임 전문가 사회는 대학원생의 경험과 사회화의 중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나아가 경력을 개발하고 초임 전문가 단계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준다. 즉, 학
부 교육, 성별, 인종, 민족 등의 개인 배경과 가치, 학습 양식, 신념 등의 성향,
박사 취득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의 지원과 기대가 학문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 사회는 대학원생들의 역할모델이 되며, 전문가 협회는 자격 또는 전문
가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전공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친다.
위의 사회화의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은 전체적으로는 선형적이기 보다는
상호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다양한 환경 및 지도교수, 동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대학원생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전
공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어간다.
Austin(2009)은 학문사회화의 과정을 지도교수 및 동료들 간에 일어나는 상
호 작용을 통해 모방과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학자로서의 정체
성 및 효능감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를 인지적 도제(Cognitive
apprenticeship)이론이라 하며, 이 과정은 5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진다(Austin,
2009). 첫째는 모델링(Modeling)의 과정으로 전체적인 개념틀과 과정을 제시하
여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다. 둘째는 코칭(Coaching)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과업에 대한 조언과 문제점 분석, 실행과 개선을 위한 처방을 내린다. 셋째는
비계(Scaffolding)으로 과업의 어려운 부분을 안내하고, 단계별 지도와 지표 제
공 등을 통해서 하나씩 수행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넷째는 표현과
반성(Articulation and Reflection)으로 그들의 지식과 사고, 문제해결과정 등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고 이를 반성적으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다. 다섯째는 학습의 전이(Promoting transfer of learning)를 촉진시킴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그들의 학습이 연습되고 전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인지
적 도제 과정을 통해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자로서의 자신감을 높이고 필요한
사고와 능력을 기르게 된다(Austin, 2009). 이러한 도제 과정으로써 TA 또는
RA 등의 조교 활동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교수를 도와주고 배우
는 과정에서 연구자, 교수자로서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더불어 의
사소통능력 및 자신감과 정체성의 통합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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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 Diefes-Dux & Capobianco, 2013).
이와 같이 학문사회화는 학문적 연결망 속에서 학습되는 역동적인 것으로,
교수와 학생 간의 정보의 흐름, 대학원 내부와 외부가 상호 연결되는 열린 체
제 내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전문성의 발달을 의미한다(Millet & Nettles,
2006; Packer & Goicoechea 2000; Weidman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학문사회화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박사학위과정과 프로
그램, 학생과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문화적 특성에 관
심을 가지고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 특징을 분석하였다.
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독립적인 학자가 되는 것은 학문 사회의 규범을 익히고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이는 교수와 동료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박
사과정 학생의 성공적인 적응 및 학문 사회와의 통합에 있어 지도교수와의 상
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Austin, 2002; Earl-Novell, 2006; Lovitts , 2001;
Weidman & Stein, 2003). 지도교수는 학생이 학문 세계와 교수, 연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학위 논문의 질과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Lovitts, 2001). 또한 교수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연구자로서의 규범과 가치관의 전수가 이루어진다. 박희제(2010)는 대
학원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험 결과의 해석과 처리 등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
로서 지켜야할 가치와 태도는 지도교수를 통해서 습득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여기서 지도교수의 영향에 대한 응답은 전공, 소속 학교, 학위과정 등에 관
계없이 일관되고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지도교수는 연구자로서의 윤리, 규범
의 측면에서도 역할 모델이 된다..
지도교수의 지도(supervision)의 역할과 스타일은 박사과정 학생의 사회화와
교육적 성취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Barms & Austin, 2009; Ives & Rowley,
2005; Orellana et al, 2016;, Weidman et al, 2001; Zhao et al, 2007). Brown
& Atkins(1988)은 지도교수의 역할로 나타날 수 있는 행위를 총 망라하여, 11
가지의 역할 행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1) 연구주제와 방법의 결정,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지도자(director), 2) 자원과 전문가를 소개하고 제공하는
조력자(facilitator), 3)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돕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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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er), 4) 연구 방법을 가르치는 교사(teacher), 5) 논문 작성 시기와 계획,
발전에 대한 피드백, 자료수집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자(guide), 6) 연구 디자
인, 논문 초안, 자료해석에 대한 비판자(critic), 7) 학생의 의사결정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freedom giver), 8) 학생을 격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원
자(supporter), 9) 개인적 관심사와 경험을 공유하는 친구(friend), 10) 학습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며 계획해 주는 매니저(Manager), 11) 학생의 발달에
대한 지도위원으로서 심사자(Examiner)의 역할 행동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
수의 지도 행위는 박사과정 학생의 교육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며, 박사 교
육의 질은 지도교수와의 관계의 질에 의하여 결정된다(Zhao et al, 2007).
지도교수의 역할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와 학습의
직ㆍ간접적인 조력자이자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지지자이다. 그러나 지도교수의
역할은 개별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상호작용 특성은 개인
배경적 요인과 교육 과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와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배경 요인으로는 학
생의 연구주제와 교수의 전문분야와의 일치성, 과거 박사과정시절 경험했던 지
도교수의 모습, 지도교수의 교수철학과 교육 윤리, 지도교수의 성별 등이 있다
(Barnes & Austin, 2009). 학생의 연구 주제가 지도교수와의 전문 분야와 일치
할수록, 지도교수와의 성별이 동일할수록 연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지도 스타일은 과거 자신의 지
도교수 스타일로부터 전수되고, 교수 철학과 교육 윤리에 따라 교수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교육 과정적 요인으로는 관계의 평등성, 학술적 피드백, 대화와 미팅의
정규성, 멘토링 등이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Barms & Austin, 2009;
Earl-Novell, 2006; Paglis et al, 2006; Weidman & Stein, 2003). 교수와의 평
등한 관계 형성을 통한 충분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지원이 사회화와 학술활동
을 촉진할 수 있다(Weidman & Stein, 2003). 특히 지도교수와 선배, 동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공식적 기회의 존재와 지도교수와
의 접근성은 중요한 사회화의 영향요인이 된다(Austin, 2002; Earl-Novell,
2006). 반면, Nettles & Millett(2006)는 공식적인 관계보다 멘토(mentor)로서
학생들을 대하고, 연구 등의 업무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학생 발달
에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멘토링의 효과 측면에서, 지도교수와의 협동적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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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은 연구 성과에 유의하며, 사회심리학적 멘토링은 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유의
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Paglis et al, 2006). 또한 교수의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직접적이면서, 학생의 참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일수록 역동적인 수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Gurr, 2001).
그러나 학생과의 상호작용, 지도와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은 교수의
연구 지향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교수에 대한
보상체계와 관련 있으며, 많은 연구중심대학의 교수들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학생 지도에 시간을 할애하려 하지 않는다(Fairweather, 1993). 학문 환경 유형
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교수 학생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지
기도 한다(Becher, 1989: Smart et al, 2005). 학문 분야에 따른 사회화 특성은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나) 동료상호작용
동료와의 관계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사회화와 학습, 학업 지속에 중요한 영
향 요인이 된다(Gardner, 2008; Kong, et al., 2013). 동료는 서로의 일상과 과
업을 공유하는 관계로, 대학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동료 관계는 환경에
따라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결핍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학업 지속과 성과에
더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Austin, 2002). 즉 동료상호작용은 유대
감과 전공과 학과 내로의 통합을 이끄는 동력이 되며, 상호 학습을 일으키는
대상이 된다.
첫째로 학생들이 전공과 학과에 깊숙이 관여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동료 간의 유대감은 박사학위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립감과 스트
레스를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특히 인문학 분야의 학생들은 논문작성과 연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감 형성은 학업을 지속시키고 졸업
까지 이끄는 중요한 조력자가 된다(Gardner, 2008). 이러한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이끄는 환경은 경쟁적일 때보다 협동적일 때 잘 일어나며, 학생들의 참
여를 이끌고, 크고 작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학생들은 전공과 학과
에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학습은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난다(Tinto, 1997).
둘째, 동료와의 관계는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시킨다. 동료 관계와 학습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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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연공학계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이 실험실 단
위로 이루어지며 대학원생들의 연구는 교수와 학생들, 선배와 후배들 간의 협
력적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Turner et al, 2002). 특히 실험과 연구에 필
요한 실제적 지식, 즉 암묵지는 실험실에서의 관찰, 동료와 선배, 교수와의 대
화 등 공동 체험을 통해서 습득된다(나승일 외, 2009; 박희제, 2010). 예를 들
어 암묵지는 실험 장치의 취사선택, 시약 혼합 타이밍과 방법, 실험 기록과 보
관 방법 등에 이르는 성공적인 실험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테크닉으로 주로
선배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다(박희제, 2010). 이러한 암묵지는 실
험 장치와 기법의 빠른 발달로 지도교수보다 한 발 앞선 선배들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동료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연구 관심과 흥미, 유사한 개인
배경과 경험 등이며,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결혼, 외국인, 박사 연구의
독립성, 시간과 비용의 부족을 들 수 있다(Lee et al, 2014). 박사를 입학한 초
기에는 코스웍을 함께 하는 입학 동기들이 중요하며, 박사 단계가 올라가면,
비슷한 경험과 흥미를 가진 동료와 친밀해진다. 신뢰와 친밀도를 중심으로 과
업에서의 일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동료,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까지 이야
기할 수 있는 동료, 그리고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피드백과 우정을 나눌 수 있
는 특별한 동료로 발전한다(Kram & Isabella, 1985).

3) 박사과정 학문사회화의 단계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 및 대학들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도, 모든 박사 과정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공식적인 요구와 비공식적
기대가 존재한다(Golde & Dore, 2001). 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에 입학한 후,
독립적인 연구자이자 전문가(profession)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역
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를 습득하고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단계를 거치
게 된다. 이러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대개 통과해야 할 과
업에 따라 3개의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과업 및 관계의 특성, 영향 요
인이 다르게 나타난다(Baker et al, 2013; Golde & Dore, 2001, Gardner, 2008).
첫째, 학문사회화의 1단계는 탐색의 시기로 입학의 관문을 거쳐 코스웍을 시
작하는 시기로 분류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대학원과 학문 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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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을 가진다. 소속 대학원과 교수를 탐색하고 공개된 자료 및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요구되는 자질 및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기이다. 입학시험을 치르
고, 교수와 새로운 동료, 선배들을 만나며, 선택한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수 및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
하고 박사과정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획득하면서 대학원의 문화에 흡수된다.
일부 학생들은 학부 출신 대학과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경
험하기도 한다(Gardner, 2008).
둘째, 학문사회화의 2단계는 코스(course)를 마치고, 종합시험을 통과하는 수
료까지는 시기를 말한다. 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밀
접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교실 내에서 지식을 전수받고 소비하는
학생에서 고유한 지식을 창조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 변화가 일어난다
(Gardner, 2008). 학생들은 다른 연구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지식을 다루는 방식을 배우며, 학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학문적 지적 자극과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다양한 학습을 경
험한다(Lovitts, 2005). 연구 조교 또는 교육 조교의 활동을 통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키워나가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얻는
다. 자연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실험실에서의 동료 협업 및 상호작용의 경험은
이후 학업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Baker et al, 2013). 이 시기 학과 교
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와 만나기 어렵거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특히 이공계열은
실험실을 통해서 동료와의 상호 학습이 일어나는 반면, 인문계열은 학문적 성
숙에 있어서 교수와의 만남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의 교류는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Gardner, 2008). 따라서 학문사회화의 2단
계는 학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책임과 독립성을 키우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
기라고 볼 수 있다(Baker et al, 2013).
마지막으로 3단계는 수료 이후 논문을 쓰고 진로를 탐색하는 졸업까지의 시
기로 논문과 연구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논문의 주제를 스스
로 설정하고 연구의 구조를 만들고, 실제로 수행하고 논문으로 완성하게 된다.
즉 논문을 쓴다는 것은 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학문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을 보여주고, 높은 수준의 전문가적 역량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Baker & Pifer, 2014). 이 시기에 경험하는 과제집착과 몰입의 경험, 관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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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평생 연구 주제 발견, 멘토와의 만남은 박사과정생의 학자로서의 전문성
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오헌석 외, 2007). 따
라서 논문 연구를 수행하고 심사를 받는 3단계의 과정에서 박사과정생은 지금
까지의 교육과 경험을 통합하고 내재화하며, 교수 및 동료와의 관계도 변화하
기 시작한다(Weidman et al, 2001).
Adler & Adler(2005)는 박사과정의 단계를 사회화의 심리적이고 인지적 과
정에 따라 초기 준비기(initiation & introduction), 주입과 터득 시기(inculcation),
잠복기(incubation), 참여와 연대 시기(engagement)로 구분하였다. 초기 준비기
는 학과와 같이 입학한 학생들, 선배, 교수들과 익숙해지고, 과제와 시험 등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입학 전의 기대와의 조율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주입과 터
득 시기는 입학 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전공에 익숙해지는 단계로 멘토를
찾고, 교수자로, 또는 연구자로 자신의 역할을 결정지어 가는 시기이며, 이 시
기 자신의 관심 연구 영역이 결정된다. 논문 주제를 정하고 논문심사위원을 선
정의 과업을 완료함으로써 잠복기(incubation)로 넘어간다. 지도교수와 심사위
원단의 승인을 받은 연구 주제를 추진하고 발표를 통해서 학자적 정체성을 느
끼며, 집중적으로 과업에 열중하는 시기이다. 참여와 연대 시기(engagement)는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이다. 학위 논문을 끝
내기 전에 직업을 가지기도 하며,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나 지원을 덜 받
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증가한다.
학문사회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문사회화 과업과 단계별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Ⅱ-2>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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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학문사회화의 단계
단계

Adler &
Adler(2005)

Weidman et al
(2001)

학문사회화

1단계

초기
(initiation &
introduction)

∙전공 탐색과
적응

∙학과와 전공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정보 획득
∙입학 이전의 기대와 입학 이후의
기대의 조율

∙필수교육과정
수료
∙종합시험 통과

∙역할 이해
∙지식과 기술의 획득
∙동료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암묵지와 전문가 사회의 보상 체계
에 대한 이해
∙연구 관심의 발견과 발전

∙논문 작성
∙진로 탐색

∙역할 몰입
∙스트레스의 증가
∙독립적이고 학술적인 정체성의 형성
∙진로 선택과 준비

2단계

3단계

∙주입과 터득
(inculcation)

∙잠복기
(incubation)
∙참여와 연대
(engagement)

4) 대학원 문화
문화는 그 구성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성취의 기준과 형태, 상
호 작용에 이르는 정체성과 전문성을 설명하는 근원이 된다(Becher, 1989). 문
화는 조직 내의 가치, 태도, 규범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다양한 제도와 활동,
상징과 의식 등을 통해 파악되며, 주어진 역할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설명한다(Tierney, 1997). 따라서 문화적 요소는 교수들은 물론 예비 학자, 연
구자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하며 동시에 집단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개인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Bowen &
Rudenstine, 1992; Kezar, 2013). 문화는 관습과 제도적 규범, 이데올로기 혹은
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이규호, 2005). 대학원에서의 문화는 크게 학자 사회의
문화, 전공 분야에 소속된 학문 분야가 가지는 고유한 문화와 대학과 학과의
영향을 받는다. 학문 분야별로 나타나는 문화의 특성은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 24 -

(1) 관습과 제도적 규범
대학원에서 나타나는 관습적인 문화로는 박사과정 입학식과 졸업식, 논문 심
사와 학회, 연구 논문의 출판, 표창과 수상 등 통과 의례의 과정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제도적 문화는 교육 구조, 교육 과정, 정부 정책과 물리적 환경
과 서비스 환경 등 다양한 수준의 요인들로 구성될 수 있다(Earl-Novell,
2006; Jones, 2013; Orellana, 2016). 작게는 대학원 운영 제도로서 학점, 전공필
수교과목 선정여부, 제공되는 수업과 교과, 학문적 훈련 과정 등을 통해서 얻
어지는 바람직한 활동과 규범 및 가치가 제도적 문화가 된다. 대학원의 문화는
교수 및 동료 학생 간의 평등성과 협동성 등 대학 내의 제도와 관계에 의하여
나타나며,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Weidman & Stein, 2003). 첫째는
지원적 교수 환경(Supportive Faculty Environment)으로 학문적 도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가 지원되며, 교수를 역할모델로 삼고 스스럼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 일반 커리큘럼과 별도로 세미나와 콜로퀴움, 이벤트 등 충분
한 의사소통 환경이 제공되는 문화를 말한다. 둘째는 동료성(Department
Collegiality)으로 학생이 교수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동료로서 받아들여지
는 환경을 의미한다. 셋째로 학문 촉진 환경(Student Scholarly
Encouragement)으로 학문적 자신감과 열정을 고양하고 학문적 활동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을 말한다. 지원적 교수 환경은 학생들의 학문 활
동 즉 학술대회 참여 및 발표, 논문 출판 등의 활동을 촉진하고 특히 교수의
학생의 성취에 대한 지원 및 비경쟁적 환경은 전문가로서의 규범 및 가치를
내재화를 높인다(Antony, 2002; Weidman & Stein, 2001).
(2) 가치와 이데올로기
가치와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대학원 문화는 전문직의 특성상 자율성
(autonomy)과 동료 관계(Collegiality)를 지향해 왔다(Clark, 1987). 따라서 학
문사회화를 통하여 박사과정생들은 동료평가(peer review)와 학문의 자유
(academic freedom)라를 규범을 내면화한다(Sweitzer, 2009). 자율성은 중세
유럽의 대학의 자유로운 학술 연구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가치이다. 교수들은
자율적인 열정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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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특성을 지니며,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학술활동을 위한 외부 간섭으로부
터 연구, 교육, 표현과 강의의 자유를 의미한다. 학문의 자율성과 업무의 유연
성이 있으며, 학자는 교육과 연구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창의적 재량이 보장되
었다(Sarrico & Melo, 2012; Dill, 2012). 이러한 자율성은 학술 활동의 질에 대
한 자기 규제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또 하나의 문화인 동료 관계는 교수들 간
의 수평적 상호작용에 의한 자율적 규제, 다른 교수의 선발, 동료 평가, 승진과
정년 보장 등의 과정에서 교수 사회의 평등한 의사결정체계(Collegial process)
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Dill, 2012). 그러나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행정적 측
면이 강조되고, 지식 산업 사회의 도래로 인한 국가 간, 대학 간 경쟁이 가속
화되면서 자율성과 동료성의 가치는 차츰 성과지향주의와 효과성 및 효율성으
로 변화하고 있다.
대학원 문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이데올로기적 문제로서 성별
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남성중심주의 문화 및 남성 지배적 교수 사회 특성에
대한 관심은 대학원 교육에서 여성이 증가하고 인종 및 민족의 다양성이 증가
하면서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자연과학과 심리학 부분에서 박사학위취득자
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며 그 지위가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
해 여성의 정년 보장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상위권 대학 또는 지위에 여성
이 임명된 경우는 많지 않다(Ehrenberg el al, 2009). 대학원생의 사회화 및 훈
련의 규범들이 남성들을 준거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여학생들에게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으며, 여학생이 배제된 남
성 중심 네트워크가 존재하기도 한다(Kerlin, 1995; Nerad & Cerny, 1999). 또
한 남성 중심적 교수 사회는 대학원의 여학생들에게 성공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며, 특히 이러한 소수자가 경험하는 제약은 중등 및 대학, 석사과정 등의
하위 교육단계의 경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Ehrenberg et al, 2009).
따라서 여성 대학원생 또는 인종적으로 소수인 대학원생들이 편견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학업을 지속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언자 및 역할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민선 외, 2016; Renn, 2000).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 중심 문화, 집단문화와 서열관계, 사회적 관계망 등에서
여학생들은 정체성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며, 연구에 있어 핵심 업무에서 소외
되는 경우도 있다(민무숙, 이정희, 2005; 진미석 외, 2007; 한경희 외, 2010). 특
히, 박사과정학생들의 연령대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다수임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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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여학생들로 결혼, 출산의 생애 사건 경험 확률이 높다. 이를 기피하는 지도
교수와의 암묵적 계약이나 분위기로 인해 중도 탈락 되기도 한다(진미석 외,
2007). 이러한 대학원의 관습과 제도, 가치 등의 문화적 특성은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의 사회적 지식이면서 동시에 내면화해야 할 역할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문사회화는 학생의 개인적 배경 특성, 대학 경험, 사회화 결과,
개인 또는 사회적 관계들의 매개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복잡하게 나타난
다. 즉 사회화에 관여되는 주체의 특성, 학문 분야, 국적과 인종, 개인 경험 등
에 따라서 그 적응 양식과 행태가 개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문사회화의 과정과 요소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Ⅱ-3>과 같다.
<표 Ⅱ-3> 학문사회화 과정과 특징
학문사회화 과정

초기
사회화

공식적
사회화

비공식적
사회화

개인적
사회화

Ÿ
Ÿ

사회화 특징

Ÿ

역할에 대한 기대를 인식
전형적인 행동, 성공을 위한 명확
한 지침 등에 대한 이해
규범적 보상과 인정에 대한 기대

Ÿ
Ÿ

입학 전 준비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Ÿ
Ÿ
Ÿ

대학원 프로그램
공식적인 수업과 미팅
RA 또는 TA 활동

Ÿ
Ÿ
Ÿ

관찰과 모방
필수 지식과 기술의 획득
가치와 태도, 신념의 변화

Ÿ
Ÿ

비공식적 미팅과 연
구 협력
다양한 개인의 활동

Ÿ
Ÿ
Ÿ
Ÿ

지도교수, 동료와의 유대 관계 형성
사회적 지식의 공유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치와 태도, 신념의 변화

Ÿ

내적 통합

Ÿ
Ÿ
Ÿ

규범과 보상체계의 내면화
전문가 정체성의 형성
가치와 태도, 신념의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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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문사회화와 학문 분야
1) 학문 분야별 특징 비교
학문 분야와 전공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 양식 등의 문화적 특성은
상이하게 달라진다(Biglan, 1973a; Biglan, 1973b; Becher & Trowler, 2001;
Smart et al, 2000). 학문 분야의 지식 특성에 따라 전문가 자격에 대한 기준,
교육과정, 교수의 역할과 과업, 교수들 간의 관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러한 학문 분야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체계화의 정도, 규범적이고 기능적
인 통합, 패러다임 발달, 거버넌스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학문 분야를 분류하여
왔다.
그 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Biglan(1973a)
의 분류 체계이다. Becher & Trowler(2001)와 Smart et al(2000)의 저서를 비
롯하여, Lindblom-Ylanne et al(2006), Krause(2014), 정지선(2011) 등 학문 분
야에 관한 연구에서 Biglan(1973a)의 분류가 널리 활용되어 왔다. Biglan
(1973a)은 168명의 교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구조 분석을 하여 36개의 학문
분야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분류하였다. 그는 학문 분야를 구분
하는 차원으로 첫째 패러다임의 존재를 제시하였으며, 패러다임이 명확한 경성
(hard)학문과 모호한 패러다임으로 합의가 낮은 연성(soft)학문으로 구분하였
다. 둘째는 학문 연구의 주제가 실용적인 적용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응용
(applied)학문과 순수(pure)학문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회계, 교육, 공학,
재정 등은 지식의 실용적 적용을 추구하므로 응용학문으로, 역사 수학, 철학,
물리학 등은 실용적 적용에 대한 관심이 덜하므로 순수학문으로 분류된다. 셋
째는 살아있는 생물(living organic object)와의 관련성에 따라 생물과학(life
system), 무생물과학(nonlife system)으로 구분하였다. 교육과 생물학 등은 생
물과학에 해당하며 컴퓨터공학, 공학, 언어, 물리학 등은 무생물과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Biglan의 학문 분류를 토대로 Becher & Trowler(2001)은 학문 분
야를 연성과 경성, 순수와 응용학문을 기준으로 4개로 분류하여 다음 <표 Ⅱ
-4>와 같이 특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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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학문 분야의 특징 (Becher & Trowler, 2001; Biglan, 1973a; 1973b)
경성학문(Hard)

순수학문
(Pure)

응용학문
(Applied)

연성학문(Soft)

학문 특성: 명확한 패러다임
누적적 지식 특성, 보편성과
화에 대한 관심, 비개인적,
중립적, 발견과 설명 중시,
있는 탐구와 질문에 대한
합의(consensus)

단순
가치
의미
높은

학문 특성: 모호한 패러다임
반복적 지식 특성, 개별 사실과
복잡성에 대한 관심, 전체론적,
연구자의 가치부여, 이해와 해석
중시, 의미있는 탐구와 질문에 대
한 낮은 합의(consensus)

학문 특성: 명확한 패러다임, 실
용적 적용
목적적 지식 특성, 물리적 환경의
지배에 대한 관심, 발견적, 체험
적, 생산물과 결과 중시, 목적과
기능에 따른 평가

학문 특성: 모호한 패러다임, 실
용적 적용
기능주의적 지식 특성, 공리주의,
절차중시

Becher & Trowler(2001)는 학문 분야를 다양한 삶의 양식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로 다른 부족들에 비유하여 학문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는
같은 학문 내에서도 관점과 연구 전통, 국가 특성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특징
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학문 자체가 가지고 유전적 속성, 즉 인식론적 특성은 동
일하게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Biglan(1973a; 1973b)이 학문 분야가 추구하는 지식의 구조와 특성을 중심으
로 분류하였다면, Holland(1997)와 Smart et al(2000)은 학문 환경의 심리적 특
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환경은 앞서 Biglan이나 Becher &
Trowler가 제시한 구분처럼 지식과 학문의 고유 특성이 아니라 구성원에 의하
여 변화하거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문 환경이 정해지기 보다는 지식의 특성과 더불어 구성원의 조합에 따라 하
나 이상의 학문 환경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문 환경의 구
분은 Holland(1997)가 개인과 직업 환경 구분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학문 환경에서
실제형과 관습형은 나타나지 않는다(Smart et al, 2000). 학문환경의 분류와 특
성은 다음의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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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학문 환경 특성(Holland, 1997; Smart et al, 2000 재구성)
유형
탐구형
(Investi
gative
type)

학문 환경 특성
- 수학과 과학 강조, 주지주의와 학문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짐
- 학생들의 수학적 논리적, 과학적 역량 발달에 관심을 가지며, 학
생의 개성이나 진로에는 관심이 별로 없음.
- 공식적이고 구조화된 교수 중심 교수 학습 전략에 의존
- 특정한 주제의 명확한 필수 교과, 시험과 성적 중시
- 미학에 강한 헌신, 감정과 감각 강조
- 학생의 창조적 생각 고양, 문학과 예술의 감상을 강조하는 커리

예술형
(Artistic
type)

큘럼 제공
- 학생들의 혁신과 창의성 관련 역량과 감상 능력의 발달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학생들의 개성과 가치 발달에도 관심을 가짐
- 교수 중심 학습과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
- 자율성과 독립성 중시
- 인문주의, 교육(teaching), 인간관계 역량의 발달에 강조

사회형
(Social
type)

- 사회과학과 역사적 지식의 획득에 강조를 두며 학생들의 개성과
가치 발달에도 관심을 가짐
- 자율성과 독립성 중시
- 자유롭고 비공식적인 학생 중심의 교수 방식 선호
- 사회화 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남
- 진로 준비와 지위 획득에 관심

진취형
(enterpr
ising
type)

- 리더십, 직업과 조직의 목표 획득, 성공적 지위 획득을 위한 역량
개발
-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교수 학습 방법과 비공식적이고 자유로운
교수 학습 방법 활용
- 교수 중심 상호작용과 학생 중심 상호작용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교육

Smart et al(2000)의 분류는 학과 전공 내 교수들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역
량 발달을 잘 설명해 준다. 이들은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탐구형, 예술형, 진취
형, 사회형 환경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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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환경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발견하였다. 이는 학문 환경 특성에 따라 교
육의 가치와 강조점이 다르며, 그에 따른 칭찬과 보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사회화 기제가 다르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Smart et al(2000)과 Becher &
Trowler(2001)의 저서를 토대로 학문 분류 기준에서 살펴본다면, 경성순수학문
은 대개 탐구형 학문 환경을, 경성응용학문은 탐구형, 진취형 학문 환경을, 연
성응용학문은 사회형, 또는 진취형 학문 환경을, 연성순수학문은 예술형, 사회
형 환경을 가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문분야 특성은 각각의 학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 행동양식과
문화의 차이를 가져오며, 학문후속세대 양성 과정에서도 반영되는 유전적 요소
라고 볼 수 있겠다.

2) 학문 분야별 사회화의 특징
학문 분야의 고유한 특성, 본질은 전공의 정체성과 문화 특성에 영향을 준
다. 즉 학문의 지식 구조와 탐구 방식에 따라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 패턴, 연
구 성과의 유형과 기준 등이 변화하며, 가치 규범 등의 학문 문화의 차이는 박
사과정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부적으로는 전문성의 기준, 교육 프로그
램의 특성, 평가 구조, 교수와 학생 동료 관계에 따라 대학원생의 구조적 참여
형태 및 과업과 정체성 발달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Becher et al, 2001;
Biglan, 1973b; Weidman et al, 2001). 이러한 학문 분야별 규범과 실제의 유의
한 차이는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후속 세대 양성 과정에도 차이를 보여준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에서는 졸업 논문의 작성과 심사 과정이 일종의 통과 의식
이며, 약학 분야 등의 분야에서는 병원에서의 임상 및 처방 등이 중요한 전문
가 과정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학문 특성에 따라 전문성의 획득 방식이 달라
지며, 이에 따라 제도적 문화 및 대학원생의 사회화와 성과 역시 차별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보면 경성학문과 연성학문(hard and soft), 순수학문
과 응용학문(applied and basic)의 스펙트럼 내에서 크게 나타난다(Biglan,
1973a; 1973b; Becher & Trowler, 2001).
이러한 학문 분야별 사회화 과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교육, 연구와 성과와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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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의 학문 분야별 사회화 특성
교육적 측면에서 학문 분야별 사회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성학문분야는 박
사과정 교육이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인지적 발달을 중요시하고 개념과 원리 지식의 습득을 강조
한다(Braxton & Hargens, 1996). 따라서 구조화된 강의 속에서 개념과 원리를
학습하며 시험을 통해 평가된다. 경성학문분야는 연성학문에 비해 지도교수와
입학 초부터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실험실을 하나의 단위로 교수와 학생들, 선
배와 후배들 간의 협력적 노력을 통하여 연구와 학습이 이루어진다. 또한 고가
의 장비와 도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문 자본주의, 상업주의가 박
사과정 학생의 연구와 경험에도 영향을 준다(Mendoza, 2007). 연성학문분야는
학문 특성상 간학문적인 폭넓은 지식의 습득을 토대로 사고력 및 의사소통능
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매우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형태의 강의가 이루어지며
개념과 원리보다는 분석과 통합 등이 학습의 목적이 되고 보고서나 에세이 등
의 자료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Jenkins, 1996). Kolb(1981)는 학생들의
학습 전략을 토대로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학문 분야를 분류하였다. 그는 학
습 스타일을 두 차원, 추상적(abstract)-구체적(concrete), 활동적(active)-사색
적(reflective)으로 구분하여 학문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경성순수학문
분야에서는 추상적 사색적 학습, 경성응용학문에서는 추상적 활동적 학습, 연
성응용학문에서는 구체적 활동적 학습, 연성순수학문에서는 구체적 사색적 학
습이 주로 나타난다. 이는 Smart et al(2000)의 Holland(1997)의 직업선택이론
을 활용한 학문 환경 분석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Smart et al(2000)의 학문
환경 분석을 살펴보면, 탐구형 학문 환경은 수학과 과학을 중시하는 경성학문
의 특성을 반영하며, 이들의 교육 패턴은 수학적 논리적, 과학적 역량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의 개성이나 진로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이들은 다른 분야
에 비해 공식적이고 구조화된 교수 학습 전략에 의존하며, 주제 중심이 강하
고, 특정한 주제의 명확한 필수 교과가 학생들의 탐구 능력의 발달에 가장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응용학문분야가 속해 있는 진취형 학문 환경의 교육
패턴은 학생들의 리더십을 기르고 직업과 조직의 목표와 직업적 목표를 얻는
데 힘을 얻고, 조직 내에서 성공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데 관심이 많다. 이 학문 환경은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교수 학습 방법과
- 32 -

비공식적이고 자유로운 교수 학습 방법 모두를 조화롭게 활용하며, 시험과 점
수 등의 교수 중심 상호작용과 학생의 학습 자유와 학생들 상호간의 협력과
학습의 학생 중심 상호작용 모두에 동일한 비중을 둔다. 연성학문분야는 사회
과학과 역사적 지식의 획득에 강조를 두며 학생들의 개성과 가치 발달에도 관
심을 가진다. 사회형 학문 분야의 교수들은 인문주의, 교육(teaching), 인간관
계 역량의 발달에 강조를 두며,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
시한다. 이 분야의 교수들은 교육과정이 너무 특성화 되어있다고 느끼며, 비공
식적이고 학생 중심의 교수 방식을 선호한다. 즉 경성학문 분야의 학습에서 교
수의 권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면, 연성학문분야에서는 학습에 있어 교수와
학생은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교수의 권위에 대한 순수학문과
응용학문 간의 차이에 대한 사례로 Weidman et al(2001)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전공에서는 ‘교수에 대한 수용과 존경’의 학습 모델이 나타나는 반면, 법학에서
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학습 모델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교육방식과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는 학생들의 특성과 유
기적으로 작용하여 박사과정생의 학위취득시간, 역량 발달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경성학문분야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의 특성은 학위취득에 걸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주관적인 인문 사회 계열에
서는 학위취득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Bowen and Rudenstine,
1992; Ehrenberg et al, 2009). 경성학문분야는 학생의 탐구 역량을 기르며, 연
성학문분야는 사회적 역량과 예술적 역량을 기른다(Smart et al, 2000).
나) 연구와 성과의 학문 분야별 사회화 특성
연구와 성과의 측면에서 학문 분야별 사회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성학문분
야의 연구는 실험실을 중심으로 협력적인 연구형태를 가지나 연성 학문 분야
의 연구 활동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논문뿐만 아니라 저서
역시 중요한 연구물로 포함된다(Turner et al, 2002). 경성학문분야야 연성학문
분야보다 연구 활동의 사회성이 높고, 교육보다 연구에 더 헌신하며, 책보다는
저널 논문을 더 많이 쓴다(Biglan, 1973b).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행위의 차이
를 살펴보면, 공학과 약학 등의 경성응용분야, 기술적 전문직(technical
profession)분야에서는 페니실린이나 제트 엔진와 같은 생산물을 발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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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는 것에 학문 분야의 인정이 주어지며, 법학 같은 연성응용분야의 사회
전문가(social profession)들은 뛰어난 학문적 컨설턴트(academic consultant)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연구 결과의 출판을 통해 학계
의 인정을 받는다(Becher et al, 2001). 이러한 학문적 보상 기제는 박사과정
사회화 과정에도 영향을 주어 경성학문 분야에서는 학술지 출판이 매우 중요
한 졸업의 요건이 되며, 연구에 대한 압박감이 크게 나타난다. 사회화에 있어
경쟁적 문화는 경성학문 분야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명확한 패러다임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주제의 생성과 안정 과정에서 공격적이고 빠른 출판이 중
요함에 따라 치열한 경쟁 문화가 나타난다(Becher et al, 2001). 반면 공학 분
야에서는 출판이 중요하지 않고, 공공에 활용 가능한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는 연구에 대한 가치로 나타나는데, 순수학문분야는 지식의 공공성을 강조하
나, 응용학문분야는 비밀주의가 광범위하게 선호된다(김환석, 2009; Mendoza,
2007). 이는 연구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기업으로부터 오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규범으로 한국 역시 지식의 공공성 규범보다는 비밀주의와 지적 재
산권 규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박희제, 2008). 이와 관련하여 이공계열에
서의 산학 협력이 학생들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업과의 협업
와 재정 지원은 학생들이 직업 세계와 일찍 접할 수 있고, 우수한 장비 및 시
설 등을 지원받음으로써 지식 획득 및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
다(Mendoza, 2007). 이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 주제의 선정에도 영향을 주
는데, 실험실의 문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부분 연구비가 많이 나오는 연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규범을 가져온다(박희제, 2010). 그러나 지나
친 산학협력에 대한 추구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교수직에 대한 회의감을 주기
도 한다(Szeleny, 2013).
다) 사회적 관계의 학문 분야별 사회화 특성
사회적 관계의 특성에서 학문 분야별 사회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성학문
분야와 연성학문분야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동료와의 연계가 연구 생산
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실제 분야별로 보면, 경성학문분야에서는 높
이지만 연성학문분야에서는 크게 높이지 않는다(Biglan, 1973b). 연구 협력은
연구 활동의 분업 가능성과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된 Be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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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01)의 분석을 살펴보면, 천체물리학이나 입자물리학은 연구 협력만이
재정 지원, 실험 장비 구입, 연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연
구 협력이 일종의 규범이다. 입자 물리학의 이론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하기 어렵고, 팀 연구도 크고 단일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의
논문은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관련되기도 하며, 연구 협력의 복잡성은 경쟁보
다는 대규모, 섬세한 계획과 협상, 공동체주의를 요구한다. 유기화학 같은 작은
과학은 주제를 더 작게 쪼갬으로서 연구협력을 추구하며, 어려운 문제의 해결
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동료들 간 협력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협
력은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활발한 공동 연구는 논문 편수의
증가와 공저자 및 인용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연구 성과 특성으로 이어진
다(Turner et al, 2002). 수학과 같은 학문은 경성 학문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하여 따라서 연구 협력이 크게 일어나
지 않는다. 독립적인 수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만약 협력이 일어난다면, 브레인스토밍은 같이 하
고, 문제를 각각 해결해보고,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모습은 연구자 각자의 리듬에 맞추어
관심 분야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그에 따라 연구한다. 연성순수학문의 연구
에서는 주제의 선택, 스타일, 취향, 주제 문제, 이론적 방향 등에서 선택의 폭
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협력은 학문적 규범에 없으며, 일어나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사회학자들은 고독한 학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은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시각을 중시한다. 역사학과 언어학 등에서는 해석이
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관점과
시각은 박사과정에서 얻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지리학이나 경제학에
서는 연구 협력을 하려는 순간 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연구가 더 선호된다. 따라서 연성학문분야에서의
연구 협력은 이론이나 해석적 연구가 아니라 경험주의적 연구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학문 분야의 사회적 특성으로 박사과정 시기 독립적인 연구자로의 변
화 과정에서 인문학과의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도움과 무관심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과정 자체에서 상당한 고독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관
계에 익숙한 경성학문분야의 학생들은 독립적 연구 논문을 쓰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Gardner, 2008; Golde & Dore, 2001). 특히 경성학
- 35 -

문분야에서 독립적이고 독창적 연구의 완성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창의성 및 직관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좌절감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Neumann, 2007).
그러나 이러한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른 가치 및 규범, 행동 양식의 차이는
세부적인 전공, 학과 또는 대학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학문 분
야 간, 전공 간의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의 연
성학문분야에서는 개별 지도, 독립적 연구보다는 경성학문분야의 특성 즉 공동
지도, 공동 연구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Neumann, 2007). 같은 학문 분야라
도 대학과 학과의 조직 구조와 미션, 학과 특성과 명성, 개별 전공의 정신과
기풍(esprit and ethos) 등에 의하여 학문사회화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각각의 학문 환경은 그가 추구하는 특별한 능력과 가치를 개발시키
고 스스로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하며, 추구하는 활동들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
난다. 학문 공동체는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에 따라 개인의 능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Holland, 1997). 따라서 학문 환경은 내용 중심의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능력과 태도, 규범과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며, 연구자의 학문사회화에 영향을 준다(Smart et al, 2000). 따라서 학문
분야 특징에 대한 지식은 박사과정의 학문사회화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행위와
가치의 다양성, 학생의 발달과 경력 패턴에 대한 이해의 배경 지식이 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학문 분야에 따라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
회화 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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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학문 분야에 따른 학문사회화 특성
연성순수

사회
적
관계

인간관계 능력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분석과 통합
간학문적
폭넓은 지식
습득

경성순수

경성응용

창의적 사고
인지적 능력
개념과 원리
전문 지식 습득

∙ 혁신적 사고
∙ 인지적 능력
∙ 개념과 원리
의 응용
∙ 전문 지식 습득

교육
목표

∙ 예술적 능력
∙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 분석과 통합
∙ 간학문적
폭넓은 지식
습득

∙
∙
∙
∙
∙

학습

∙ 구체적-사색적
∙ 독립적 학습

∙ 구체적-활동적
∙ 독립적 학습

∙ 추상적-사색적
∙ 공동 학습

∙ 추상적-활동적
∙ 공동 학습

교육
방식

∙ 개방적
비구조화 강의
∙ 개인 지도

∙ 개방적
비구조화 강의
∙ 개인 지도

∙ 명확한
필수교과
∙ 구조화된 강의
∙ 실험실 학습

∙ 명확한
필수교과
∙ 구조화된 강의
∙ 실험실 학습

교육
평가

∙ 보고서, 에세이

∙ 보고서, 에세이

∙ 지필 평가

∙ 지필 평가 중심

교수
와의
상호
작용

∙ 교수-학생
중심 상호작용
∙ 세부 전공에
따라 다름

∙ 교수-학생
중심 상호작용
∙ 수평적

∙ 교수중심
상호작용
∙ 권위적

∙ 교수중심
상호작용
∙ 권위적

교육
과
연구

∙ 연구와
교수활동 대등

∙ 연구와 교수
활동 대등

∙ 연구 강조

∙ 연구 강조

지식
의
가치

∙ 지식의 공공성
강조

∙ 지식의 사회적
영향 강조

∙ 지식의 공공성
강조

∙ 지식의 사회적
영향 강조
∙ 사회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

연구
의
가치

∙ 연구결과의
이해와 해석

∙ 연구 결과의
사회적 적용

∙ 연구 결과의
보편성

∙ 연구 결과의
응용

성과
와
보상

∙ 저서
∙ 학술 논문

∙ 전문적 기술
∙ 저서, 학술 논문

∙ 학술 논문

∙ 사회적 생산물
∙ 학술 논문

연구
협력

∙ 독립 연구

∙ 독립연구
∙ 공동연구 가능

∙ 공동연구규범
(수학분야는
독립적임)

∙ 강한 공동
연구규범

교육

연구
와
성과

연성응용

- 37 -

∙
∙
∙
∙

2. 대학원 박사학위과정과 학생 역량
가. 박사학위과정의 사회적 의미
1) 학문후속세대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
국내에서 박사학위 과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은 대학원이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의 기능을 가진다고 명시
하고 있다. 대학원 교육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술적, 전문적 기술을 갖춘 연
구자를 양성하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신현석 외, 2005).
Teichler et al(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박사학위는 대학
교수의 자격 요건이자 초기 경력에 해당하며, 4년제 대학 교수의 박사학위자
비율은 97%를 상회한다. 2007년 대학 교수들의 박사학위 소지비율은 미국
91%, 독일 95%, 포르투갈은 97%, 캐나다는 94%, 홍콩 94% 등으로 나타난다.
영국은 교수 임용의 유연성이 높아 78%의 비교적 낮은 박사학위 소지비율을
보이며, 이탈리아 역시 박사학위가 보편적인 경력이 아님에 따라 33%로 낮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는 박사학위취득이 99%의 비율로 교수 경력 시작에 필
수이며, 4년제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도 한국은 97%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Teichler et al, 2013: p80).
박사학위는 교수 임용의 입직 경력에 해당하며 정규 교수로의 임용에는 국
가에 따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력 단계가 다르다. Teichler et al(2013)이
각 국가별 사례를 정리해 놓은 것에 따르면, 미국은 박사학위 취득 후, 박사후
연구원(postdoctoral fellow) 또는 조교수(assistant professorship)의 단계를 거
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최종적으로 교수(full professor)로 승진한다.
이와 달리 영국에서의 교수 입직은 유연성이 높아서 박사학위를 꼭 필요로 하
지 않으며, 보통 계약직 또는 파트타임의 연구직에서 시작하여, 강의와 연구를
겸할 수 있는 종신 강의직(tenured lectureship)으로 이동한다. 이들의 승진은
업적에 따라 강사(senior lecturer), 부교수(reader), 최종적으로 교수(professor)
가 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교수가 되는 직전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 두
번째 수준의 박사학위(habilitation)이 있어야 한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후 약
5년 정도의 연구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정식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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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격이다. 교수 직위는 높은 단계의 교수(ordinarius)와 낮은 단계의 교수로
나누어진다. 네덜란드는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시간의 박사 후 과정을 거친
다음, 대학의 조교수 정년 트랙에 지원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교수 경력은 1)
박사학위 취득, 2)임시직 또는 무보수의 훈련 경험, 3) 연구자(ricercatore) 되
기, 4) 조교수 임용 5)정교수 임용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교수 임
용 경력은 보통 박사 학위 취득 후 시간강사, 박사 후 연구원 또는 연구직을
거치기도 하고, 바로 임용되기도 하며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정교수
로 승진한다.
이와 같이 교수의 입직 요건과 경력 단계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
부분 박사학위는 필수 요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박사과정에서의 교육은 학문
후속세대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연구와 교수 경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초
기 경험으로 연구 역량을 높이고 연구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2) 학술적 사회화의 장
박사과정은 대학의 연구자 또는 교수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바람직한 행동과 태도, 인지적 기대와 규범 등을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Austin & McDaniels, 2006a; Weidman et al, 2001). 이는 교육
에 의존적이었던 ‘학생’이 ‘독립적인 학자‘로, ‘지식의 소비자’에서 새로운 ‘지식
의 생산자’로의 변화하는 과정이고, 교실 내에서의 수동적인 ‘배움’에서 능동적
인 ‘생산’의 주체자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ardner, 2008; Lovitts, 2008).
연구와 교육이 결합된 박사과정 교육은 19세기 훔볼트에 의해 설립된 대학
으로부터 그 전통이 시작되었다. 훔볼트식 대학의 이상은 교육과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며, 교수와 학생이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독자적 연구기관에 있다. 이러한 독일식 모델에서 연구자를 길러내는 교
육은 지도교수(doktorvater)의 역량과 학문적 사회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일
어난다(Teichler, 2014). 그러나 이러한 도제식 박사교육(apprenticeship model)
은 오래 걸리는 학위소요시간과 중도포기증가, 이론과 방법론, 기술에 대한 훈
련 부족, 교수 외의 직업 세계 준비의 실패라는 문제점들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대학원 교육, 코스(course)와 학점, 시험 통과,
논문 생산으로 구성되는 미국식 모델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다(Teichl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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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식 모델에서도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는 연구자 공동체의 일원
으로 기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에 해당한다.
학문사회화는 대학원생이 입학 이후 학과 및 학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가
는 과정으로써 연구자 또는 교수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
능을 습득하고 연구자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 인지적 기대 등을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Gardner, 2008; Golde, 1998; Weidman et al, 2001). 이러한 사
회화는 학문 분야, 대학의 조직과 구조, 교수와 동료 집단과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 즉 학생과 전공, 대학, 학문사회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동
체 안의 차이들을 결합함으로서 상호작용하고 상호 변화라는 과정이다(Austin
& McDaniels, 2006b). Austin(2009)은 박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방과 학습을
통한 학자로서의 정체성의 형성과 사회화 과정을 인지적 도제(Cognitive
apprenticeship)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박사과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 교수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뿐만 아니라 학문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규범, 사회적 지식을 갖추는 학문
사회화의 장이다.

3) 학술적 연대와 네트워크 형성의 통로
대학원의 박사과정은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는 통로가 된다. 박사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학문 공동체 네트워크는 인정과
명성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공동 연구와 협력의 기초가 된다.
첫째, 지식의 의미와 가치는 학문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인정받는 핵심 학자
들에게 의존하며, 학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Becher et al,
2001). 저작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같은 수준의 또는 같은 분야의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료들에게 연구 결과가 받아들여지는가 또는 거절되는가
에 따라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을 수 있다. 학자 사회의 명성과 인정은 1차적
으로 연구의 질과 성과가 공식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되지만, 여기에는 비공식
적, 암묵적 차원이 존재한다. 즉 무엇을 연구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
구인가 어디 출신인가도 중요한 연구의 질에 대한 결정 요인이 된다. 랭킹이
높은 대학에 자리를 얻으면 그들의 인식된 질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다.(Becher et al, 2000). 명성이 높은 대학은 성과가 높은 교원을 임용하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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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며, 따라서 그 대학의 졸업생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는 기대를 받는다(Long & Fox, 1995). 첫 임용 대학의 명성은 연구 성과의 질
과 수준의 인식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명성이 높은 대학에 임용된 교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이후의 경력에도 영향을 준다(Bedeian et al, 2010). 이러한 사회
적 관계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교수 채용 행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교출신
임용(inbreeding)은 본교를 졸업한 교수를 채용하는 행태이다. 이는 러시아나
중국, 한국처럼 대학 간의 서열화가 분명하고 우수 대학이 소수일 때,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고 해당 대학 사회의 적응과 사회화의 용이성을 위하여 나타난
다(Altbach et al, 2015). 따라서 박사과정의 학문사회화는 해당 학문 사회의
인정과 보상의 사회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진로와 경력을 개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최근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분야 재정지원시스템이 연구 협력을 강조하
면서 경성학문분야뿐만 아니라 연성학문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연구 협력
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 협력을 통해서 국가적인 연구 문화를 형성하고,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연결망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구조에
서 예측과 발전의 방향이 불확실할 때, 일종의 공동 적응 양식으로 기능하며,
암묵적 지식을 공유하는데 유리하고, 다른 전문 영역과 연결을 통한 혁신 지식
의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김용학 외, 2007). 공동 연구는 문제의식과 연구 주
제 대한 합의와 공유를 바탕으로 연구 방법과 기술에 대한 이해, 해석과 평가
에 대한 방식의 교환과 공유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서의 네트워크의 형성은 공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나. 박사학위자 진로의 다양화와 역량
1) 박사학위자 진로의 다양화
박사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역량은 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식
사회의 변화, 그리고 학생의 다양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첫째,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박사학위 취득자는 증가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학 교원의 수는
유지되거나 줄어들면서, 많은 박사학위자가 민간 부문 또는 비학술적 분야에서
직업을 찾아야 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Europe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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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2005)는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서 박사 훈련의 핵심 요소는 독창
적인 연구(original research)를 통한 지식의 향상에 있으며, 동시에 학문세계보
다 더 넓은 노동시장의 필요에 부합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특히 지식과 혁신이
중요한 경제 시스템과 노동 시장의 변화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진로를 교수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민간 기업과 창업 등으로 확대시켰다(Boud &
Tennant, 2006). 둘째, 지식과 기술은 점점 잠정적이고, 불확실한 것이 되면서
학생들의 비판력과 지식의 응용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Scott, 1995) 또한 새
로운 테크놀로지의 증가로 학계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변화하여 박사학위자는
전문 영역의 연구 외의 다른 전공과의 협동 연구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하게 되
었다(Austin, 2009). 셋째,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입학하
고, 그 목적도 다원화되면서 교육보다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
식이 강조된다(Austin, 2009; Scott, 1995). 이러한 박사학위자의 진로와 고등교
육의 다양성 증가는 박사과정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
즉 박사의 전문성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박사가 갖추어야 할 필
수적 능력으로서 특정 학문 영역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효능감과
자아 개념까지 포함하는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베르겐 성명서는 박사학위의 교육적 목표로서 앞으로 간학문적 역량과 일반
역량(transferable skill)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Guth, 2006). 이렇게 광범위한 직업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박
사과정생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여 왔다.

2) 박사 역량
역량은 특정 직업 또는 환경에서 우수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내
적 특성으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개성과 동기, 자아 개념, 행동 방식 등을
포함한다(Spencer & Spencer, 1993). 따라서 역량은 특정 직업 세계 또는 특
정 학습의 영역에서 정의되어 왔으며, 광범위한 개인 특성을 망라하고 있다.
박사과정을 통해서 발달시켜야할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역
량, 교수역량,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역량, 일반 역량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나승일 외, 2009: 박현정, 신택수, 2007; Austin & McDaniels, 2006a;
Gaff & Logan, 1988; Gilbert et al, 2004; Sumsion & Goodfellow,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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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sen et al, 2012). 박사과정양성의 핵심 요소는 독창적인 연구를 통한 지식
과 기술의 심화이지만, 최근 관리 능력, 의사소통능력, 팀워크 능력과 같은 일
반 역량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시작하였다(Kopernik &Warner, 2006). 따라서
박사학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정의와 개발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각의 역량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역량은 박사과정 학생이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박사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되는 역량
이다. 코스웍을 통해 습득되는 전문 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교수와 선배의 연
구 활동에 대한 관찰과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암묵적 지식, 방법적 지식 등의
연구 역량을 발달시킨다. 연구 역량으로 제시되었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역량은 전문 분야의 지식, 적절한 문제 설정 능력, 기술적 능력(전문
가가 가지는 기술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분석적 구성적 능력(문제를 정의하
고 해결하는 능력)과 독립적 사고,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능력, 평가 능력(복잡
한 환경의 평가와 창의적 판단)과 같은 세부적인 능력으로 구성된다(Austin &
McDaniels, 2006a; Coll & Zegwaard, 2006; Hyatt & Williams, 2011; 나승일
외, 2009; 박현정 외 2007). 또한 연구 환경에 대한 이해 즉 연구 윤리, 지적재
산권, 연구 펀딩 등에 대한 이해와 프로젝트를 매니징하고 장비와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연구 디자인과 실행 역량을 연구 역량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UK Research Councils와 AHRB, 2001)
둘째, 연구역량과 더불어 교수(teaching)역량은 교수의 교육 업무에 필요한
중요 역량이다. 교수 역량은 강의 역량과 교수자로서의 자질 및 기본 역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강의 역량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수업의 계획과 평가, 상호
작용 등으로, 자질 및 기본 역량은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열의, 창의성과 유연
성, 전문성 개발의 의지 등으로 구성된다(노혜란, 최미나, 2004; 임우섭, 김용
주, 2007). Austin & McDaniels(2006a)는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
면서 커리큘럼 디자인, 학습 기제, 개인 간 학습 차이, 다양한 교수 방법에 대
한 이해와 더불어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교수 사회의 펀딩 시스템, 승진 및 정년보장 제
도 등이 연구 성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연구 역량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대학 교육의 질과 책무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교수 역량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Austin & McDaniels, 2006a; Gaff & Lo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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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Jepsen et al, 2012).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박사학위자 진로의 상당 부분
을 교육중심대학 교수 임용이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박사과정 교육에 있어 교
수역량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Austin, 2009).
셋째,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역량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문 세계화 속에서
연구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교수에게 기대되는 역할
이 다양해지면서 정부 기관과 정책결정자들 또는 대중들과의 소통 역시 필요
하게 되었다(Austin & Barnes, 2005). 이러한 대인관계역량은 의사소통능력,
팀워크와 협업 능력,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Austin &
McDaniels, 2006a). 최근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의 배경과 특성, 교원의 전공과
지위 등 구성원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협업 능력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중요한 역량이 되어 왔다.
넷째, 박사학위 취득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진로가 교수 외의 일반 연구
직, 행정직 등 비학술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증가하면서 박사학위자의 일반
역량(generic and transferable skills)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역량
은 학술 영역 외의 다양한 업무와 환경,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능력
과 개인 특성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된 연구 역량, 의사소통역량,
태도와 자질 등의 역량들과 매우 중첩되어 있다. 일반역량은 전문화와 특화로
특정 영역의 학문분야의 연구에서만 활용되는 전문 역량과 구별되는 역량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일반역량의 개발이 특정 분야 연구의 훈련과 연습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Gilbert et al,
2004; Sumsion & Goodfellow, 2004). 일반 역량에 대하여 UK Research
Councils와 AHRB(2001)이 박사과정학생들에게 제시한 역량은 1) 연구역량과
기술 (독립적 사고, 연구방법론 등), 2) 연구 환경에 대한 이해(연구 윤리, 지적
재산권, 연구펀딩, 상업화 등), 3) 연구 디자인과 실행 역량(프로젝트 매니징,
장비와 정보기술의 활용 등), 4) 개인적 효과성의 질(창의성, 혁신성, 유연성,
개방성, 자기인식, 자기훈련, 자아신뢰 등), 5) 효과적인 의사소통(적합한 글쓰
기 능력, 토론 능력 등), 6) 네트워크와 팀워크(협력적 네트워크 발달, 관계, 피
드백 등), 7) 진로 능력(진로 목표, CV정리, 응용과 인터뷰 능력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Gilbert et al, 2004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도 박현정 외(2007)는 박사
과정 학생들이 가져야할 역량으로 ‘학문 세대로 성장하는데 근간을 이루는 역
량’을 정의하고, 성실성, 윤리의식, 열린 사고, 자신감, 학습 동기 등의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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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역량, 자기관리역량, 학문공동체 참여 역량 등 일반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박사과정 학생의 일반역량 개발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존재한다.
이들은 일반역량의 교육도 학문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전문적 역량을 기
르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얻어질 수 있고, 교육이 아닌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
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며, 특히 지식의 상업화와 시장화를 당
연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Gilbert et al, 2004). 이와 같이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취득해야할 역량들을 정리하여 보면 연구 역량, 교수(teaching) 역량,
의사소통능력, 네트워크와 팀워크 능력, 관리능력, 윤리성, 개인효과성, 진로능
력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겠다.
<표 Ⅱ-7> 박사 역량
Austin & McDaniels,
(2006a)

Hyatt L & Williams P. E UK Research Councils와
(2011)
AHRB (2001)

-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
: 고등교육의 역사와
목적, 기관과 미션,
전공 지식, 교수
역할과 정체성 이해
- 지식과 기술
: 교수학습, 연구,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기술,
- 대인관계능력
: 커뮤니케이션 기술,
팀워크와 협력 능력,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전문가적 태도와 습관
: 윤리와 통합,
평생학습의 동기,
전문가 네트워크 개발
능력, 삶의 균형을
통한 학문적 열정의
유지

- 교수역량
- 지도역량
: 연구 방법이나
기술의 가이드,
공동연구의 촉진,
논문지도에 대한 책임,
연구윤리 교육 등
- 연구역량
- 서비스역량
: 협력 기술, 대학과
전문가 집단에서의
활동, 다양한 집단과의
협업 능력, 대학
미션에 대한 지원 등
- 동료관계역량
동료의 가치 존중,
대인관계기술, 다양성
존중, 멘토 역량,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지식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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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역량과 기술
: 독립적 사고,
연구방법론 등
- 연구 환경에 대한 이해
: 연구 윤리, 지적
재산권, 연구펀딩,
상업화 등
- 연구 디자인과 실행
역량 : 프로젝트 매니징,
장비와 정보기술의 활용
- 개인적 효과성의 질 :
창의성, 혁신성, 유연성,
개방성, 자기인식과
훈련, 자아신뢰
- 효과적인 의사소통 :
적합한 글쓰기 능력,
토론 능력
- 네트워크와 팀워크 :
협력적 네트워크 발달,
관계, 피드백
- 경력관리능력 :
진로 목표, CV의
효과적인 전시, 응용과
인터뷰 능력

3) 박사 역량 발달에 대한 영향 요인
박사과정생의 역량 발달에는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주요하게
나타나는 요인은 개인 특성과 배경, 상호작용과 학문 환경, 교육 제도와 프로
그램의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개인 특성과 배경
개인 특성으로 첫째는 학생의 동기를 들 수 있다. 동기는 역할에 대한 수행
과 학업 성취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박사과정은 대개 교육
프로그램이 느슨한 구조를 가지며 학업의 양과 질이 높고 과업 중심이며 독립
적이길 요구한다(Litalien, Guay, & Morin, 2015; Pintrich, 2003). 이러한 환경
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은 개인 변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
이 된다. 박사과정의 입학 동기는 직업 이동과 직업 능력 개발, 현 직업에 대
한 불만족, 연구능력 개발, 개인적 발달의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Churchill
& Sanders, 2007). Brailsford (2010)는 뉴질랜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박사과정을 입학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수에 대한 최종 목적을 가
지고 들어온다고 하였다. Litalien et al(2015)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활용하여 박사학위취득의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구분하고, 두 가
지 유형의 동기 모두 박사과정 입학과 졸업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 중에
도 학술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설명하는 내적 동기가 강한 학생일
수록 학문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난다(Lovitts, 2008).
둘째, 개인 특성으로 지적 능력과 사고 양식, 성격 등을 들 수 있다.
Lovitts(2008)는 연구중심대학 7개 학과의 55명 교수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
여 박사 학위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대학원과 학
문 문화, 학과와 지도교수의 영향력 하에서, 학생의 중요한 개인 특성으로서
지식 수준과 지적 능력, 사고 양식, 동기와 성격을 포함한다. 개인의 지적 능력
은 논리적, 창의적, 실제적 지능으로 설명되며, 지식은 공식적, 비공식적 지식
으로, 사고 양식은 창의적(creative thinking), 경영적(executive thinking), 비판
적(judicial thinking) 양식으로 구분된다. 박사학위 취득에 도움이 되는 개인
특성(personality)으로는 참을성 많고, 열심히 하는 특성, 자발적이고 집요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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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적 호기심 특성이 있으며,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특성으로는 모호함을 싫어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분노를 조절하
고 절제하는 능력의 부족하다는 특성 등이 제시된다. Lovitts(2008)는 창의적이
고 실제적인 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논리적 지능의 학생들 보다 독립적인 연구
자로서 우수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비공식적이고 암묵적 지식을 많이 가진
학생일수록 박사학위 취득이 용이하다고 하였다(Lovitts, 2008). 또한 우수하진
않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학생들 중에는 교수가 눈높이를 낮추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기타 개인 배경 특성은 성별, 민족, 등이 학위 취득 및 성과와 관련을
가진다. 성별과 민족은 학습과 연구의 진척 및 학위 취득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학에서는 여성이, 사회과학에서는 남성이 더 빠른 학습 진척을 보
여주었고, 전반적으로 남성과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가장 빨리 학위를 취득하
였다(Ehrenberg et al, 2009). Wright & Cochrane(2000)은 영국 박사과정 학생
들에 대한 연구에서 자국 국적 학생, 나이가 어린 학생, 그리고 학부 학위의
수준이 높고, 연구 부분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일수록 4년 이내에 박사 학
위를 취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박사과정생의 학위 취득과 역량
발달에 학생의 동기와 지적 능력, 사고 양식, 성격, 성별과 나이, 민족 등의 개
인 특성들이 영향을 준다.
나) 상호작용과 학문 환경
박사과정 학생들이 가지는 각각의 개성과 잠재성이 연구자 또는 교수자로서
의 직업 특성 및 환경과 부합될 때,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조화를 이루고,
생산성을 높이며 그에 따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Antony, 2002). Tinto(1993)는
학생의 중도 탈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학생이 대학의 학문
체계에 통합되는 정도와 대학에 헌신하는 정도를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다. 박
사과정의 전문성과 역량의 발달에 대한 학문 환경의 영향요인으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동료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조화, 교육 프로그램 특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교수 학생 상호작용이 중요한 통합의 영향
요인이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전공과 학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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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으로 Golde(2005)에 따르면 박사과정 중도탈락
은 학문적 삶과 개인의 삶이 통합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며 이러한 통합에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수의 지도(advising)의 부재 들었다. 즉 지도 교수와
의 관계가 소원하고 상호작용이 없거나 부정적일수록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Nerad & Miller, 1996).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학생의 연구와 관련한
전문적인 관계일수록 논문의 진척에 영향을 준다(Ives & Rowley, 2005)
Paglis et al(2006)은 연구 생산성, 연구에 대한 자아 효능감과 연구 지향성을
박사 과정의 교육 성과로 보고, 지도교수의 사회심리학적(psychosocial) 멘토링
과 협력적 멘토링이 이들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자연 계열
학생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연구 성과에는 협동적 멘토링이 자아효능감에는
사회심리학적 멘토링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aglis et al,
2006).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정기적인 지도와 멘토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러한 상호작용에서 교수는 명확한 기대와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
백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기대와 학과의 기대를 맞추고 소속감과 유대감
을 느낄 수 있도록 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학생의 학업 지속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Austin, 2002).
둘째, 동료와의 관계 역시 박사 학위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Austin, 2002; Gardner, 2007; Lee et al, 2014). 박사과정에서 동료는 정보를
공유하고 학업 유지를 위한 심리적 지지와 각종 연구에서의 협력 및 연구에
대한 피드백 등을 교환하는 관계로 서로의 연구 흥미가 유사하고 개인 특성과
배경이 비슷할수록 협력적이다(Kram & Isabella, 1985; Lee et al, 2014). 특히
동료 집단과의 연구 협력과 프로젝트 공동 작업 등은 연구 수행을 위한 지식
과 기술,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높일 수 있다(나승일, 2009).
셋째, 학문 환경이 추구하는 가치와 교육 목표, 그리고 학생에 대한 상찬과
보상이 학생 개인의 성향과 잘 맞을 때 학생의 역량이 더 잘 발달할 수 있다
(Holland, 1997; Smart et al, 2000). Smart et al(2000)은 Holland(1997)의 직업
선택이론을 적용하여 탐구형 예술형, 진취형, 사회형 환경에서 학생들의 능력
과 흥미,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들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진취적 환경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리더십 능력,
직업관련능력이 다른 환경의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이 발달하였으며, 예술적 환
경에 속한 학생들이 문화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의 발달을, 사회적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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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 다른 문화나 인종에 대한 수용의 발달을 보
여주었다.
다) 교육 제도와 프로그램
학과의 제도와 교육과정 특성 등에 따라서 박사과정생의 역량 및 학위 취득
도 달라질 수 있다. Bowen & Rudenstine(1992)는 미국의 인문학 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시간과 중도 탈락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 타임
테이블의 부재, 과정 선택의 확대, 세부적인 요구 조건, 간헐적이고 불충분한
지도와 멘토링, 박사학위과정의 내용과 조직에 대한 교수들 간의 합의의 부재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문 분야에 따른 교육과정 특성의 차이가 박사과정생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성응용학문 분야의 프로그램은 전문
대학원처럼 비교적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서 가장 빨리 박사학위과정의 과업을
수행하며, 연성순수학문은 자율성이 높고 비구조화되어 있어서 박사과정 과업
의 진척이 느리게 나타난다(Ehrenberg et al, 2009). 이러한 집단과 제도별 차
이를 Tierce(2008)는 박사과정 프로그램 구조의 차이에서 발견하고 학위 취득
에 걸리는 시간에 대하여 박사과정 프로그램 구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박사
과정 프로그램의 구조는 프로그램 디자인, 학위 유형, 그리고 학위논문 연구로
구성하였으며, 텍사스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전통적인 프로그램보다 코호트 프로그램(Cohort Design Program)의 학
생들이 학위 취득 시간이 짧게 나타나며, 학위 유형과 학위 논문 연구는 상호
작용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할 때 EdD가 PhD에 비해
학위 취득 시간이 짧으며,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할 때는 PhD가 EdD보다 더
짧게 나타났다. 여기서 전통적인 디자인의 프로그램은 입학 및 교육과정, 시간
배분 등의 선택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형태를 말하며, 코호트 프
로그램은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입학 시기 및 중요 과목으로 이루어진 프로그
램으로 종합 시험과 수료 등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 역시 학문 분야에 따라 학생들의 학술지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받는 학생들의 학술지 논문 게재 성과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정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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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업 유지와 전문성 발달은 개인 배경 특성과
노력, 제도와 프로그램과의 매칭, 그리고 교수, 동료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3. 우리나라 박사 양성시스템의 특징
가. 박사 교육훈련 모형
세계적으로 박사과정생의 교육 훈련 모형은 국가와 학문 발달의 역사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박사 과정의 주요 과업으로써 학위 논문을 쓰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모든 국가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박
사과정 훈련 모형에 있어 중요한 이슈는 박사과정생의 지위로 학생 지위를 가
지고 있는가, 연구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교육 훈련 모형이 달라지
며, 박사과정생의 능력에 대한 질 관리 방식, 논문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교수
구성 등에 따라 교육 훈련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각 국가별 박사학생 교
육훈련 모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roch & Hyllseth, 2004; Kehm, 2004;
Teichler, 2016; Weert, 2004).
첫째,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미국의 ‘코스웍형’ 박사 교육훈련 모형이
있다. 미국의 박사 교육 훈련 모형은 공식적인 연구 훈련 기관인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는 학생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조교나 연구 프로젝트 등의 참여를 통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문적 교육
훈련을 위한 코스웍(coursework)으로 이루어지며, 수업과 학점, 종합 시험의
통과 그리고 독자적 연구 논문 형태의 학위 논문 제출이 박사과정의 과업으로
구성된다. 박사과정생의 논문과 연구 지도는 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다수
의 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미국식 박사학위자 교육 훈련 모형은 학술적 박
사학위(academic doctorate)와 전문적 박사학위(professional doctorate)로 구분
된다. 이러한 미국식 모형은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수용되어 나타나는데, 일본
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원 과정은 석사와 박사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고 미국
식 코스웍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학술적 박사학위와 전문 박사학위의 구
분이 없다(Teichler, 2016).
- 50 -

둘째로 현대식 연구중심 박사학위과정의 모태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교육
훈련으로 ‘논문 제출형’이 있다. 이들의 지위는 학생이 아닌 초임 연구자
(doctoral candidates)의 지위를 가지며, 특별한 교육과정이 없이 지도교수
(doktorvater)의 개별적인 교육과 지도에 의해서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형태이
다. 따라서 학생의 성과와 능력은 지도교수의 학문사회화에 의존한다. 이들 국
가에서 학위 논문의 주 심사자는 지도교수이며 지도교수가 또 다른 심사자를
선택할 수 있어 지도교수에 대한 학생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훔볼트에 의
해 형성된 이상적인 연구와 교육의 결합 모델은 최근의 사회 환경의 변화로
대학의 책무성이 요구되고 학생 특성과 진로 선택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전
문화와 지도교수의 수퍼비전의 질 보장, 전문적 지식과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의 부재, 낮은 직업준비도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Kehm, 2012).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대학원 교육, 코스(course)와 학점, 시험 통과,
학위논문으로 구성되는 미국식 모델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다(Teichler, 2014).
1990년대 이후 독일에서도 박사과정을 위한 코스(course)는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코스웍의 성공적 수료와 부가적인 지필, 구술시험을 부과한다
(Sadlak et al, 2004; Teichler, 2014).
셋째,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나타나는 ‘연구생형’이 있다. 이는
학생과 기관 간의 일종의 계약 관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과 학생, 양
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정기적인 수퍼비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는 박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체 기간 동안 재
정 지원을 보장받으며, 코스웍과 교육 연구의 의무를 이행하되, 이는 보통의
업무 양의 25%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이들은 교수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연
구 주제에 기초하여 공부하며, 매년 평가가 이루어진다. 네덜란드에서는 학교
가 고용과 월급을 통해 박사 훈련생의 지위를 주고, 월급에서 지도와 훈련비용
을 감한다. 네덜란드 학생들은 대학과 계약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지
위는 학생이면서 고용인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노르웨이, 러시아 등과 같이
일종의 학생과 기관 간의 계약 관계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양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정기적인 개인 지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박사학위에 대한 평가는 논문 지도교수 및 외부 심사자의 평가와 구술시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많은 국가들이 논문 심사에 있어 박사학위 논문의 질
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심사자를 포함킨다. 외부 대학, 또는 해외 대학에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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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를 포함시킴으로서 박사학위의 타당성을 보장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매우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의 학위논문심사는 학과 차원
뿐만 아니라 대학(기관) 차원에서 논문 심사와 논문에 대한 토론 과정을 두며,
학위는 국가에서 수여한다(Kehm, 2004).
이러한 박사학위의 질 관리와 관련하여 영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박사
과정 질 관리기관을 두고 있다. Kehm(2004)에 따르면 영국은 Britisch 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 (QAA)를 두고 학위 취득자에게 요구
되는 기능과 역량을 정의하고, 박사학위를 제공하는 기관의 최소한의 기준, 설
비, 지원 구조를 강조한다. 스웨덴은 6년마다 대학원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지며, 네덜란드 역시 질 평가가 이루어진다(Weert, 2004). 프랑스에서는 4년
이 정부(state)와 기관이 계약한 박사 학위 기간으로, 4년이 넘으면 성과에 기
반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재계약에 영향을 준다(Kehm, 2004).
한국의 박사과정 교육 훈련 모형은 외형상으로 미국의 코스웍형을 받아들여,
교육 프로그램과 종합시험(논문자격시험), 박사 논문의 제출과 논문심사위원회
에 의한 지도 등을 특징으로 한다. 독립적으로 작성된 학위 논문의 제출을 의
무로 하고 있으나 대학의 미션, 학위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박사과정훈련에 요
구되는 자격과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박사훈련과 관련된 모
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8> 박사교육훈련모형
코스웍형(미국)
훈련
대학원
기관
지위
학생
지도책임
교육
훈련
주요
국가

논문 제출형(독일)
대학, 연구소

연구생형(북유럽)
대학, 연구소
학생이자학생연구자
초임 연구자
학생
(기관과
간의
(doctoral candidates)
계약 관계)
논문지도위원회
1인의 지도교수
다수의
교수 지도
다수의위원회
교수 지도
프로그램과
개인 지도
정규 코스웍
수업, 학점,
개인 지도
미국,다수의
일본, 한국
등의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등 노르웨이,
스웨덴네덜란드,
등
- 52 -

나. 우리나라 박사교육훈련 시스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박사학위자의 교육훈련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동형
화 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각각의 국가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중요 이슈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박
사학위자의 빠른 증가로 인하여 박사과정 운영의 부실화와 여건 부족, 실업 문
제와 직업의 미스매치 문제 등으로 인한 문제와 그에 따른 박사 질 관리, 해외
박사에 대한 선호로 인한 우수 학생의 해외 유출 현상이 박사과정교육 훈련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박사과정은 설립 요건과 대학원 자체 요건 등의
투입여건과 입학, 교육과정, 논문지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그리고 학위수
여내용과 취업의 산출 결과로 개관할 수 있다(서정헌 외, 2006).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내 대학원 제도의 발달과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중심
대학의 박사훈련시스템과 대학교원으로의 입직 경로를 살펴볼 것이다.

1) 국내 대학원 제도의 발달과 현황
대학원 제도의 발달은 제도 도입기(1946-1965), 제도 정착기(1966-1990), 팽
창기 및 제도 발전기(1991-현재)로 나눌 수 있다(서정헌 외, 2006; 이정미 외,
2013).
국내 최초의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으로 1959년에
설치되었다. 초기 대학원은 인문 사회 자연 등의 기초학문 분야에서 석사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60년대 중반에는 학부 정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수요와 별개로 대학원 규모 역시 커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과정이
학부 교육과정과 명확히 분리되지 못하고 대학원 교육 여건도 미흡하였다(이
정미 외, 2013). 그러나 1971년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서 대학원중심 대
학이 등장하였고 이는 우수한 대학원 제도의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80년
대 들어서면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기술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이공계열
분야 석박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후 1990년도에는 298개의 대학
원이 설립되면서 응용학문 분야 즉 경영, 법학, 공학, 교육 등의 특수대학원이
급격히 팽창하였다. 1996년 단설 전문대학원 도입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석박사
학위의 통합 과정과 학부가 없는 대학원 대학의 설립이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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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7년도에 대학원 규정이 고등교육법시행령에 통합되고, 학술 학위와 전
문학위로 구분되면서 대학원 체제가 확립된다.
대학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은 2000년을 기점으로 일어나며 제도 발전기로
구분된다. 특히 석사과정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매우 짧은 시간
에 급속도로 일어난 대학원의 팽창은 그에 적합한 연구와 교육의 인프라의 부
재로 어려움을 경험한다. 대학원의 설립은 최소한의 교수와 학생, 교지, 필요한
시설과 설비, 재정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국내 대학원의 팽창기였던
90년대에는 대학원의 무분별한 설립과 인가로 교수진, 교육여건 등이 매우 부
실하게 나타났다(이정미 외, 2013). 따라서 2004년에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마
련하고 대학원 신설, 설치기준,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구조를 개혁하고 대학
원 규모를 적정화하도록 법령을 개선하였다.
대학원 운영체제는 정책적 환경과 국제적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 발전한다. 세계적인 대학원 육성과 대학원생 지원에 대한 관심 속에서 국
내에서도 BK21과 WCU 같은 대학원생과 학과의 연구 풍토를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개발, 시행되었으며, 장학금 및 박사 후 연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대학원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정책은 90년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고급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대학원 국책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BK21(Brain Korea21)과 같은 대학원 육성 사업과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 SRC(Science Research Center)등 이공계열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은
국내 대학원의 발전을 가져왔다. BK21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세계 수준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박사과정 재학생부터 신진연구인력(박사 후 연구원
과 계약교수)까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고등교육 인력 양성사업이다. 1999
년부터 2006년 1단계 사업이 시행되었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사업이
종료되었다. BK21 사업은 우수 대학원 학과 육성을 목적으로 석박사 학생들과
박사급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학원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김병주, 2006). BK21이 우수 전공과 학과에 대한 집단 지원인 반면,
2011년에는 우수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 제도로 글로벌박사양성프로젝트(Global
PhD Fellowship Program)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대학원 재정지원사업들은 경제
적 지원과 학술 연구 촉진을 통해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역량을 제
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김병주, 2006; 이정미 외, 2013; 장덕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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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학위 과정의 특징
박사학위자 양성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제도가 있다. 입학 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입학제
도는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대학의 명성을 유지하고 높
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Cassuto, 2015). 박사과정의 입학 자격은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박사학위과정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둘째, 박사교육과정과 수업 운영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박사과정은
기본 이수 학점 이수를 의무화하고 필수 교과를 통하여 학생이 해당 전공에서
배워야할 지식과 연구 방법 등을 교육한다. 셋째, 이수 학점을 마친 학생들은
선수시험, 종합 시험 등을 통해서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받는다. 시험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Earl-Novell(2006)은 자격시험과 종합시험을 통해
비로소 박사과정 학생들은 전문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흡수된다고 하였다. 즉
선수 시험(preliminary examination)은 앞으로의 학술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자격시험(Qualifying examination)은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주
며, 독립적이고 독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연구자 사회에서 학술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준다. 넷째,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관문
인 논문 심사와 발표 등의 졸업 제도가 있다. 논문 지도는 한 명의 지도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동지도위원이 있어 이들과 함께 협동적으로 이루
어지기도 한다.
박사학위과정의 특징을 서울대학교의 학칙과 내부 규정, 교육과정해설, 입학
요강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사과정의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TEPS, TOEFL 지정 점수를 지원 자격으로 둔
다. 전형 방법은 학과와 전공에 따라 전형 방법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및 구술 고사를 중심으로 총점 선발 방법을 활용한다. 우리
나라 박사 교육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수업 과정이 있
다. 박사 입학 후 학생들은 공식적으로는 제공되는 수업을 통해서 학문 공동체
의 일원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의 기준을 갖추게 된다. 서울대학교는 36학
점으로 D-이상, 성적평점평균 3.0이상 최소 학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박사과정
을 위한 수업은 교과목 구분을 통해서 개설할 수 있으나 별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논문연구과목을 필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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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인문대학의 경우 12학점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자
연공학계열을 비롯한 일부 학과들은 전공 필수 교과를 둠으로서 해당 분야의
핵심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전공의 경우, 연구 윤리와 영어논문작
성 수업을 핵심 교과로 요구하고 있다. 박사과정 학생들은 이수 학점과 필수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면, 논문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완성된 논문은 제출 자격을 갖추고, 심사를 거쳐서 최종 논문이 제출되면 박사
학위를 받게 된다. 논문자격시험은 모든 학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시험 과목과 방법, 통과 기준 등은 전공과 학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지필 시험의 형태로 나타나며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통과
하도록 한다. 일부 학과의 경우 논문자격시험을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대체하
기도 한다. 학위논문제출자격 역시 전공과 학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학술지 게재를 그 자격으로 하며, 인문사회계열은 국내
학술지, 국제학술지를 대상으로, 자연공학계열은 국제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학술지의 종류와 수준과 논문 편수, 저자 기여도는 학과에 따라 각각 다
르게 지정한다. 박사 학위 논문의 심사는 대학 모두 5인의 심사위원을 지정하
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 내 심사위원을 3명, 외부 심사위원은 2인 이하로 제한
한다. 서울대학교는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 시 통과되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 박사학위 취득과 진로
국내 박사 조사 연구(송창용 외, 2014)에 따르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의 진
로는 전공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 평균적으로 공공기관 취업률이 50%를
초과하지만, 공학계열의 경우는 민간 기업의 취업 역시 높게 나타난다. 2014년
박사취득자의 20%정도는 미취업 상태로 나타나며, 직장인이 7.4%인 것을 감
안하면, 약 70%의 박사학위자 취업률을 보인다. 이들 취업자의 평균 취업 기
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35.9%), 공공연구소(7.9%), 정부기관과 공기업, 초
중등학교(15.3%)로 공공기관 취업률은 59.1%로 나타난다. 민간부문 취업률은
민간연구소(2.7%), 기업(20.3%), 창업(10.3%) 등 33.3%로 구성된다. 전공계열별
로 살펴보면, 인문, 자연, 의학, 예술체육 계열의 대학 재직 비율은 약
40%-50% 사이이며, 인문계열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대학 재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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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전공은 공학 계열로 이들의 민간 기업 취업률이 39.3%
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들의 90%는 전공과의의 관련성이 비교적 높은 직장
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문후속세대로서 대학 교원으로 진로를 선
택하는 경우는 35%정도로 낮게 나타나며, 이들 중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박
사들이 절반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박사학위취득자는 매우 빠르게 급증
하고 있으나 박사 증가에 비해 대학 교수직의 숫자는 점차 그 증가 비율이 감
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에는 교수직이 연평균 1700명 증가하였으나 2000
년도에는 연평균 800명으로 증가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진미석, 윤형한,
2003). 박사학위 취득 후 취업한 이들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이거나 시간 강
사 등 불완전한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3분의 1이 석사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박사학위자의 취
업이 어렵고, 고급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진미석,
2005).
국내 대학의 교수 임용 구조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인맥과 정실에
의한 교수 임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절차와 과정이 법제
화되기 시작하였다(강병운, 백정하, 2005), 1999년에 교육공무원법은 교수의 신
규 임용과 특정대학 출신 임용비율제한, 계약 임용제 및 연봉제를 도입하였고,
2002년에는 교수 계약제가 신규임용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되었다.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던 같은 대학 출신자 위주의 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임용 시 특정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로 편중되지 않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근무기간과 조건, 업적과 성과 약정 등의 계약 조건을 정하
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수 임용 제도를 개선시켜 왔다(강병운, 백정
하, 2005; 이석열, 2013).
실제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교수 임용대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임 교원
의 박사학위 취득대학은 국내외 소수의 명문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2015
년도 상반기 신임교수 중 국내 박사 비율은 65.3%로. 국내 박사의 임용 비율
은 지난 2011년 상반기 58.3%부터, 2012년 상반기 63.0%, 2013년 상반기
63.1%로 그 비율이 상승하여 왔다2). 상위권 대학의 교수는 해외 50위권 대학
의 박사로 주로 구성되며, 중하위권 대학의 교수는 국내 상위권 대학 출신 박
사로 임용된다. 또한 본교출신임용비율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높게 나타난다3).
2) 교수신문 ‘국내박사 65% 수도권대학은 해외박사 강세’(2015년 4월 21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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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출신임용은 본 대학 졸업자를 우대함으로써 학과 구조와 문화를 유지하고
교수 사회화의 노력을 줄이는 구조를 말한다(Horta et al, 2011). 학문별로는
전기전자공학, 화학, 역사학의 경우 국내 최상위권 대학의 박사가 우세하게 나
타나며, 경제학은 해외 대학 박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은혜(2013)의 연
구에 따르면, 2011년도 신임 교수의 배출 순위 대학으로 1위는 서울대가 차지
하며 전체 임용의 15% 65개 대학에 교수를 배출하였고, 2위는 연세대학교로
4.4% 28개 대학, 3위는 고려대학교로 4.3% 35개 대학, 한국과학기술원은 2%로
4위에 해당한다. 전공별로는 국내박사출신 교수 임용 비율은 경제학 23.5%, 전
기전자공학 65.8%, 화학 50%, 역사학 66.6%로 나타난다. 시대별로는 1996년
48.4% 2011년에는 52.4%로 국내박사출신 비율이 약간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
한 경향은 비정년 계열 교수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상연, 김안나, 2009).
이처럼 박사취득자의 대학교수직으로의 임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
나며, 대학교수직은 해외 상위권 대학의 박사, 또는 국내 최상위권 연구중심대
학의 박사에게 집중된다. 박사학위 제공대학의 3.6%가 전체 교원의 38.5%를
배출하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자가 전체 교원의 15%를 차지한다(이은혜,
2013). 그러나 이들은 임용구조상 연구중심대학이 아닌 교육중심대학의 교수가
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최대의 대학교수를 배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학문 분야에 따른 학문사회화와 역량 인식에 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3) 교수신문 ‘해외명문대 나와야 국내명문대 교수 될 수 있다?’(2013년 3월 11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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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틀
학문사회화는 대학원생이 학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과 및 학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독립된 연구자 또는
교수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의 습득 뿐 아니라 가
치와 규범, 인지적 기대 등을 내면화한다. 앞선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학문사회화는 학생 개인 차원과 대학 차원, 전문가 사회 차원의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이해되어 왔다(Gardner, 2008; Sweitzer, 2009; Weidman et al,
2001). 즉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는 전문가 사회와 대학원 사회의 영향을 받
으며.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교수, 동료 상호작용 및 전공과의
통합을 통해 학생의 참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식을 획득하며 정체성을 형
성한다. 이러한 학문사회화의 특성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상호적인 것이다(Austin & McDaniels, 2006a).
Weidman et al(2001)은 이러한 복잡한 사회화 과정을 기존의 이론들을 종합
하여 ‘대학원생 사회화 과정’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대학 문화와 사회화
과정, 그리고 개인의 지식획득과 투자 참여로 나누어 모형화 하였다. 여기서
대학문화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및 동료 문화로, 사회화 과정은 상호작용과
통합 및 학습으로, 개인 차원은 지식획득과 투자, 참여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모형은 학문사회화의 역동적 측면과 학문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반면, 공식적 사회화, 비공식적 사회화, 대학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사
회화가 구분되지 않아 학문사회화의 각 차원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문사회화가 일어나는 대학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므로 대학 차원의 학문사회화에 대한 이해를 간명하게 하기 위
하여 [그림 Ⅲ-1]에서처럼 분석틀을 재구성하였다. 대학 차원에서 살펴보면,
학문사회화는 공식적으로 학위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수 및 동료와의 공식적,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
들의 학과에 대한 통합과 학습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대학원 문화
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대학원의 문화는 학문 추구를 장려하고 교수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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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구성원 간의 협력이 활발하며, 수평적인 문화일수록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를 촉진한다(Weidman & Stein, 2003). 또한 학문사회화의 내용 즉
박사과정생에게 기대되는 역할 행동과 최종적으로 습득해야 할 전문성 및 역
량 등은 전문가 사회로부터 구성되며, 전문가 사회의 독특한 학문 분야 특성이
대학 차원의 학술 사회화에도 투영된다. 학문 분야가 다루는 지식의 특성과 가
치는 전문가들의 행동 양식, 즉 연구와 교육,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있어 차
이를 가져온다(Becher & Trowler, 2001; Smart et al, 2000).
이와 같은 대학 차원의 사회화 과정은 개인 차원에서 통합되고 내재화된다.
동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기본 역량이 비슷하다고 보았을 때, 학문사회
화에 있어 박사과정 입학 이후 기간은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
르면, 학문사회화는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과업을 차례로 수행하면서 자아효능감
과 역량 등의 학생 발달이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Baker et al, 2013; Golde
& Dore, 2001, Gardner, 2008).
따라서 이 연구는 학문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대학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박사
과정생이 인식하는 대학원의 문화와 상호작용 그리고 박사학위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年次)에 따라 학문사회화의 특징을 살펴
보고, 대학 차원의 학문사회화와 박사과정생의 역량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림 Ⅲ-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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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
이 연구는 학문사회화의 특징을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라 살펴보고, 박
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학문사회화는 앞선 분
석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차원에서 대학원 문화와 학위과정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대학원 문화는 관습과 제도적 규범, 가치 등으로 설명된다. 선행 연구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 사회는 학술활동의 자율성과 동료적 관계를 토대
로 학자사회의 인정을 보상 가치로 하여 발달하여 왔다(Sarrico & Melo, 2012;
Dill, 2012). 이에 따라 대학원 문화 역시 학생이 교수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
고 동료로서 받아들여지는 동료적 환경, 학문적 자신감과 열정을 고양하고 학
문적 활동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는 학문 환경에서 학문사회화가 촉진
된다(Weidman & Stein, 2003). 따라서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에 영향을 미
치는 대학원 문화로 자율적 문화, 경쟁적 문화, 학술활동촉진 문화로 구분하였
다. 학술활동촉진 문화는 국내 연구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가와 국제적인 연구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국내학술활동문화와 국제학술활동문화로 구분
할 수 있다.
둘째, 박사학위과정은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계획 및
프로그램 등 교수요목 내용, 프로그램, 학습 경험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 정의
할 수 있다(홍후조, 2011; 백남진, 김수연, 2014).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박사학위
과정은 대학원 운영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박사교
육 프로그램은 학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그 구성에 따라 학
생들의 학위 시간을 단축하며 학업 지속과 졸업을 촉진할 수 있다(Ehrenberg
et al, 2009; Valero, 2001).
셋째, 학문사회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지도교수와 동료와의 상호작
용을 살펴보았다. 박사과정생은 교수, 선배,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
자들의 바람직한 행위와 모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한다(Gardner, 2008).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박사과정생은 연구의
주제, 방법,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며, 논문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조력과 비판을 받으며, 자신만의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수
행한다(Zhao et al, 2007; Paglis et al, 2006). 이러한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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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통해 학문 세계와 학과에 통합되며, 전문가 사회를 접하고 적합한 진
로를 모색하게 된다.
넷째 현대 사회는 박사학위자들에게 연구 역량을 포함하여 교수 역량과 일
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팀워크, 네트워크 역량,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역량
등 다양한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다(Hyatt & Williams, 2011; Kopernik &
Warner, 2006). 이 연구에서는 박사과정생의 역량을 선행연구와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역량, 창의 및 교수 역량, 협동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역
량은 학문세계에 대한 이해, 연구 문제의 설계와 문제해결 등의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창의 및 교수 역량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혁신성, 사물이나 현상을 창의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는 창의
성,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유연성과 학생을 가르치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 역량을 말한다. 또한 협동적 역량은 프로젝트 관리
와 네트워크 형성, 팀워크, 책임감 등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학생이 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인 역량에 더하여 학위과정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교
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
다섯째, 박사 연차(年次)는 박사과정 입학 이후 햇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연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문사회
화는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없으나 박사과정생에게 요구
되는 과업을 차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량의 발달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
기서 박사학위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1단계 탐색과 적응, 2단계
코스웍과 논문자격시험 통과, 3단계 논문 작성과 진로 탐색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Adler & Adler, 2005; Weidman et al, 2001). 이 연구는 전일제 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년 동안 학위과정 코스웍을 마치
며, 박사 4년차를 전후로 박사 논문과 졸업을 준비하고, 5년 이상의 경우는 졸
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박사 연차는 편
의상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의 3개의 연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
나 이 연차의 구분은 분석의 용이성을 위한 것으로 위의 과업 수행 여부는 고
려하지 않는다. 또한 1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발달을 설명할 수
없으며 단일 대학 학생들의 입학 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각 연차에 해
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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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앞선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술연구와 활동에 있어
학문 분야의 특성은 중요하다. 학문 분야가 다루는 지식의 속성과 가치는 연구
가치와 방법, 교육 방법, 교수와 학생, 학생 간의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방식
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박사과정의 사회화 특성을 분석하고 역량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문 분야를 구분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에 학문 분야는 Biglan(1973a)과 Becher & Trowler(2001)의 분류 체계를 활
용하였다. Biglan(1973a)의 분류 체계는 학문분야 분류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로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Smart et al, 2000). Becher
& Trowler(2001), Smart et al(2000) 등의 저서뿐만 아니라, Krause(2014),
Lindblom-Ylanne et al(2006), 정지선(2011) 등 학문 분야 개념을 활용한 연구
에서 Biglan(1973a)의 분류가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Biglan(1973a)의 분류를 토대로 하여 수행되었다. 그가 제시한 명확한 패러다
임의 존재 여부와 지식의 실용적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학문 분야를 <표 Ⅲ
-2>와 같이 경성학문과 연성학문(hard and soft), 순수학문과 응용학문(applied
and basic)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표 Ⅲ-1>의 Becher & Trowler(2001)가
Biglan(1973a)의 분류를 토대로 제시한 학문 전공 분류를 활용하여 구분되었
다. 예를 들어 명확한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식의 실용적 적용에 관
심이 없는 역사학, 문학, 사회학, 지리학 등은 연성 순수학문으로 구분되며, 실
용적 적용에 관심이 큰 행정학, 교육학 등은 연성 응용학문으로 구분된다. 또
한 명확한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지식의 실용적 적용에 관심이 적은 자연과학
은 경성 순수학문으로, 실용적 적용을 중시하는 공학은 경성응용학문으로 구분
하였다.
<표 Ⅲ-1> 학문 분야의 분류 (Becher & Trowler, 2001)
학문분야

경성학문

연성학문

순수학문

수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지
질학, 식물학, 미생물학, 동물
학, 곤충학, 생리학

영어, 독일어, 역사, 철학, 러시아
어, 커뮤니케이션, 인류학, 정치
학, 심리학, 사회학

응용학문

세라믹공학, 토목공학, 컴퓨터
공학, 기계공학 농경학, 낙농학,
원예학, 농업경제학

회계학, 재정, 경제학, 교육행정,
중등교육, 평생교육, 교과교육 특
수교육, 직업, 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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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전공의 학문 분야 구분
학문분야

구성 전공

연성순수

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불어불문학,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서어서문학, 언어학, 국사학, 동양사학, 서양사학, 철학, 종교학,
미학, 사회학, 지리학, 언론정보학, 인류학, 정치학, 심리학

연성응용

경제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국어교육, 영어교육, 독어교육,
불어교육, 사회교육, 역사교육, 체육교육, 윤리교육, 법학, 외교학,
행정학, 소비자학, 아동가족학

경성순수

수리과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
식물생산과학, 산림과학, 농생명공학,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 식품영양학, 천문학, 뇌인지과학

경성응용

건설환경공학, 기계공학, 우주항공공학, 조선해양공학, 재료공학,
산업공학, 화학생물공학, 전기정보공학, 건축학, 컴퓨터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따라서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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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조사 방법
가. 문헌 조사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와 관련된 교육과정과 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
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박사학위과정은 입학제도와 운영 제도, 교육과정 및 프
로그램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학문 분야, 학과와 전공 특성에 따라 박사과정
의 교육과 운영 과정이 달라진다. 따라서 학문사회화 과정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입학제도, 교육과정, 수료 및 졸업 제도와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대학과 학과, 전공에서 공개하는 대학원 규정과 세부 지침 및 내부 규정, 교육
과정해설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 설문 조사와 모집단 특성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문 분야별 학술적 사회화와 역
량에 관한 연구로, 2015년에 수집된 아시아 선도대학(Flagship University) 대
학원 교육 실태 분석을 위한 국제비교연구4)의 서울대학교 학생 자료를 활용하
였다. 국내 대학원 간에는 미션과 교육 여건의 차이가 크고, 이는 박사과정 학
생의 학업 동기나 지위, 학위취득자격과 요건 등의 차이로 이어진다(한상연,
김안나, 2009).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화와 역량의 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다른 대학 간에 존재하는 제도 및 대학 정책 특성과 개별적 문화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설문조사의 총 응답자는 484명이었으나 시간제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데이터에서 제외하고, 총 449명의 응답 결과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
다. 2015년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생의 모집단과 분석에 활용한 설문
응답자의 구성 비율은 다음의 <표 Ⅲ-3>5)과 같다. 이 연구에 활용한 설문 응
답자는 전체의 13.2%에 해당하며, 분석 대상의 남녀 비율은 모집단과 비슷하
4) 해당 데이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아시아 선도
대학인 홍콩대학교와 싱가포르 대학에서 함께 수집되었다.
5) 학문분야별 인원수와 전체 인원수의 차이는 서울대학교 통계 연보(2015)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자료 수집의 한계 상 통계 연보의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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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집단은 학문 분야별로 구성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설문 조
사는 유사한 비율로 이루어졌다.
<표 Ⅲ-3> 모집단 및 설문응답자 구성 비율
항목

모집단(%)
전체

성별

학문분야

설문 응답자(%)

3,697

449

(13.2)

남

2,249

(62.0)

274

(61.0)

여

1,421

(38.0)

175

(39.0)

연성순수학문

420

(11.4)

69

(15.4)

연성응용학문

740

(20.0)

123

(27.4)

경성순수학문

461

(12.5)

100

(22.3)

경성응용학문

2,076

(56.2)

157

(35.0)

출처: 서울대학교 통계 연보(2015)

학문 분야를 연성과 경성학문으로 나누어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학생과 교수
특성을 살펴보면, 석사과정 재학생 8,309명 박사과정 재학생은 3,670명의 비율
로 이루어져 있으며, 박사과정생은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전임 교원 1인당
박사과정생의 비율은 1.8명으로 나타난다.
<표 Ⅲ-4> 서울대학교 과정별 재학생 비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구분

재학생 (%)

학사

16,511 (58.0)

석사

8,309 (29.1)

박사

3,670 (12.9)

전임 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7.9

2,075

4.0
1.8

출처: 서울대학교 통계 연보(2015)

일반 대학원의 전임 교원 1인당 박사과정생의 비율의 평균은 연성학문은 1.9
명, 경성학문은 2.0명으로 나타난다.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응답한 지도교수 1
인당 박사과정 지도 학생 수와 비교하여 보면, 연성학문이 5.5명, 경성학문이
8.8명으로 경성학문의 지도교수 당 박사과정학생 수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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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문 분야

전임교원 1인당 박사학생 수

설문 응답자의
지도교수당 박사과정 학생 수

연성 학문

1.9

5.5

경성 학문

2.0

8.8

출처: 서울대학교 통계 연보(2015), 설문조사 데이터

석사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장학금 지급률 <표 Ⅲ-6>6)를 살
펴보면, 전체 대학원생의 84.7%의 학생들이 장학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대학원생의 42.8%가 학비 감면, 조수, 강의연구지원, 근로 등의 교내
지원을 받고 있으며, 42%가 서울대 발전 기금과 교외 장학단체, 국가 장학금
등의 교외 장학의 혜택을 받고 있다.
<표 Ⅲ-6>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교내

52.2

49.3

45.4

42.0

교외

38.8

38.7

32.1

42.8

전체

91.0

87.9

77.6

84.7

수혜율 = 수혜인원/등록생 수 *100 출처: 서울대학교 통계 연보(2012, 2013, 2014, 2015)

서울대학교의 전임 교원 1인당 연구비 수탁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연
성학문은 34,149,000원, 경성학문은 114,138,000원으로 나타난다.
<표 Ⅲ-7> 전임 교원 1인당 연구비 수탁 현황
연성 학문

정부기관과
교육부
48,938

경성 학문

308,634

학문 분야

(단위 : 천원)

민간 기관

대학 자체

44,594

8,916

34,149

5,477

114,138

28,302

평균

출처: 서울대학교 통계 연보(2015)

6) 교내와 교외 비율의 합과 전체 비율의 차이는 서울대학교 통계 연보 내에서 장학금액과
인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으로 이 논문에서는 통계 연보에서 제공하는 수치
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 67 -

4. 측정 도구
가. 설문지 구성
이 연구에 활용한 설문지는 박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생활 및 학습 경험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 150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박사과정의 경험과 진로 계획, 개인 특성으로 구성
된다. 박사과정의 경험은 박사과정 진학 동기와 선택 동기, 지도교수 특성과
상호작용, 동료상호작용, 교육과정과 학과 지원, 학문 커뮤니티의 문화와 풍토,
스트레스, 학업 시간과 연구주제선정, 역량 수준, 연구 성과로 이루어진다. 설
문지는 아래 <표 Ⅲ-8>의 설문 항목에 따라 약 10개 내외의 세부 문항들로
구성되며, 응답은 리커트 7점 척도로 표시하고, 학업 시간과 연구 성과 등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 내용 중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의 문항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Ⅲ-8> 설문지 구성
항목

설문 내용

박사과정 진학
동기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Ÿ
Ÿ
Ÿ
Ÿ
Ÿ

박사과정 진학 동기
대학 선택 동기
지도교수 선택 요인
지도교수와의 관계
지도교수 특성

박사과정에서의 경험

Ÿ
Ÿ
Ÿ
Ÿ

동료 학생간의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과 학과 지원
박사과정 스트레스
학문 커뮤니티 문화와 풍토

학업과 연구 활동

Ÿ
Ÿ
Ÿ
Ÿ

주중 학업 시간
연구주제 발전 요인
연구 성과
박사과정 역량

진로 계획

Ÿ
Ÿ
Ÿ

졸업 직후 진로
졸업 진로 계획요인
진로시장 전망

개인 특성

Ÿ

성별, 연차, 전공, 직업경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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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속 변인
이 연구는 학문 분야에 따른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종속 변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 변인으로
써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연구 역량, 창의 및 교수역량, 협동적 역량의 세 가지
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종속 변인 구성 및 측정방법은 다음의 <표 Ⅲ-9>와 같다.
<표 Ⅲ-9> 종속 변인 구성 및 측정 방법
변인

설명
Ÿ

역량

Ÿ

Ÿ

측정방법

연구 역량
학문세계를 이해하고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7점 척도 (6문항)

창의 및 교수역량
연구 관련 창의성, 혁신성, 유연성과 학생을
가르치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7점 척도 (4문항)

협동적 역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프로젝트를 기획, 관리
하고 팀워크하는 능력과 책임감

7점 척도 (4문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학생들이 박사과정을 통하
여 강화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한 역량 수준 변인이다. 이는 앞선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를 계획,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연구 역량, 학생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역량, 유연성
과 창의성 등의 역량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프로젝트를 기획 관리하
고 공동 작업을 하며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협동적 역량으로 구분된다.
역량과 관련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기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 사회과학의 구성 개념들은 상
호 독립성을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교회전의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고유값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것을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은 .893으로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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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석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양병화, 20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
과는 유의수준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Ⅲ-10>, <표 Ⅲ-11>과 같다.
<표 Ⅲ-10>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근사 카이제곱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893
2307.499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

<표 Ⅲ-11> 역량 : 측정 도구의 요인분석
구분

연구
역량

창의 및
교수
역량

협동적
역량

하위요인

요인 1

연구 방법론

.755

비판적 사고

.703

진로 (전공분야 관련 전문성 개발)

.645

학문세계에 대한 이해

.716

문제해결

.817

효과적인 의사소통

.612

요인 2

요인 3

창의성

.825

유연성

.719

혁신적 사고

.693

교수 능력

.628

책임감

.624

네트워크

.843

프로젝트 관리

.773

팀워크

.796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연구 역량과 협동
적 역량은 하나로 적합하게 묶여진다. 그러나 창의성, 유연성, 혁신적 사고와
교수 역량은 별개의 역량이 아닌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짐에 따라 이 연구에서
는 창의 및 교수역량으로 명명하고, 하나의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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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연구의 전 과정 즉 연구 문제의 발견과 방법론,
문제해결과 연구 결과의 소통과 관련된 연구 역량, 둘째, 창의성과 유연성, 혁
신적 사고, 교수역량의 창의 및 교수역량, 셋째, 책임감과 네트워크의 형성과
관리, 프로젝트 관리, 팀워크의 협동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를 구성하
였다. 분석에 투입된 요인의 값은 설문 점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다. 독립변인
이 연구는 학문사회화 즉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그리
고 학위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한다. 통제 변수로는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를 비롯하여 장학금, 출신 대학과 성별, 결혼 여부 등의 개인 배경
변인을 활용하였다.
첫째, 학문사회화에서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학습과 통합을 촉진하고 바람직
한 방향을 유도하는 중요한 과정 요소이다.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연구와
학습, 진로 상담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지도교수와의 연구와 학습, 진로를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하
나의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선후배와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대학원의 규범과 역할을 인지하고 학습
을 촉진하며, 사회적 유대감 형성을 통하여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요인 분
석을 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동료의 존재에 대한 만족감, 선배로부터의
학습, 선후배와의 유대감에 대한 만족도는 하나의 변인으로 묶이며, 따라서 그
평균값을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학과 문화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문 탐구의 자율성
과 경쟁적 학술 풍토, 학술지 게재 등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학술활동 촉진문
화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원 문화는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하여 자
유로운 문화, 경쟁적 문화, 학술활동 촉진문화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유
로운 문화는 교수와의 의사소통이 거리낌 없으며, 코스웍의 과목 선택이 자유
로운 문화를 의미하며, 경쟁적 문화는 학과의 자원과 관심을 두고 학생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문화를 의미한다. 학술활동 촉진문화는 국내 학술활동 중심
문화와 국제 학술활동 중심 문화가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나 서로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기 어려워 각각을 하나의 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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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였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8개의 문항으로 전공, 학과에서 제공
하는 이론과 연구 방법론, 학제 간 학문 탐구, 학문적 글쓰기와 토론, 글로벌
의사소통기술, 연구 윤리, 교수(teaching)역량을 위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구
성된다. 이들 문항들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라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기 때문
에 그 평균값을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변수로 활용하였다.
다섯째, 대학, 학과의 지원과 서비스는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및 지원을 의미하며,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여 연구 시설과 지원, 기숙사
등의 서비스, 연구와 학습 관련된 행정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통합하여 하나
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여섯째, 박사 연차는 박사 입학 후 연차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3개의 연차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전일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평균적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의무 학점의 이수를 마치며, 박사 4년차를 전
후로 박사 논문과 졸업을 준비하고, 5년 이상은 졸업 즈음 또는 졸업이 늦어지
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박사 연차는 1-2년차, 3-4년
차, 5년차 이상의 3개의 연차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박사 연차의 구분은 분석의 용이성을 위한 것으로 필수 이수 학점의 수료와
논문자격 시험 등의 과업과 발달 단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곱째, 개인 배경 변인은 선행 연구에 따라 박사과정 학생의 사회화와 학위
취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본교출신, 성별, 결혼여부, 장학금 수혜로 구성된
다. 이들 변수들은 더미 변수로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여덟째, 학문사회와와 역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LSDV 추정에서는 연성
순수, 연성응용, 경성순수, 경성응용의 4개 학문 분야의 영향력을 각각 통제하
였다. 또한 학문 분야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 분석에서는 연성학문과 경
성학문 비교에서 순수학문 여부를,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의 비교에서 연성학문
여부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들의 측정 방법 및 코딩 방법은 다음 <표 Ⅲ-12>와 같으며, 각 변수를 구
성하는 상세한 설문 문항은 부록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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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독립변수 구성 및 측정방법
변수
지도교수 관계

설명

측정방법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7점 척도 (10문항)

동료상호작용

7점 척도 (3문항)

자율적 문화

7점 척도 (2문항)

경쟁적 문화

7점 척도 (2문항)

국내 학술활동 강조 문화

7점 척도

국제 학술활동 강조 문화

7점 척도

교육 프로그램

7점 척도 (8문항)

대학 학과 지원

7점 척도 (4문항)

1: 1-2년차
2: 3-4년차
3: 5년차 이상

박사 1-2년차를 기준으로
3-4년차와 5년차 이상을
더미 변수로 변환

장학금 수혜 여부

수혜=1, 비수혜=0

여성

학생의 성별

여성=1, 남성=0,

기혼

학생의 결혼 여부

기혼=1, 미혼=0

학부대학이 박사과정
대학과 동일함

동일함=1, 다름=0

연성학문

연성 = 1, 경성 =0

순수학문

순수 = 1, 응용 =0

동료 관계

대학원 문화

학위 과정 만족도

박사 연차

장학금

본교 출신

학문 분야

앞서 설명된 변수들 중 여러 개의 설문 문항이 통합되어 있는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 문화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은 .510으로
그 값이 높지 않으나,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유의수준 p<.0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73 -

<표 Ⅲ-13>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510

근사 카이제곱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204.707

자유도

15

유의확률

.000

요인 분석에 의한 대학 문화는 학술활동 촉진문화, 자율적 문화, 경쟁적 문
화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학술활동 강조 문화, 국제 학술활동 강조
문화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기는 하나 음의 상관을 가지며, 학자 사회의 보상
과 인정의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각 서로 다른 변인으로 구성하여 대학원 문화를 측정하였다.
<표 Ⅲ-14> 대학원 문화: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구분

하위요인

요인 1

학술활동
촉진 문화

국내 학술활동 강조

-.742

국제 학술활동 강조

.756

자율적
문화
경쟁적
문화

요인 2

관심과 흥미에 따른 자유로운
수강신청

.786

교수와의 거리낌없는 의견 가능

.831

요인 3

학과 자원을 위해 경쟁

.843

소수 학생에 대한 지원 집중

.709

박사학위과정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 학과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은 .864의 높은 수치로 요인분석에 적합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 학과의 지원은 설문조사 문항에서 각각 서로 다른 변인으로
묶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위 문항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교육과정만족
도, 대학과 학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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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64

근사 카이제곱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2600.622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0

<표 Ⅲ-16> 박사과정 만족도에 대한 요인 분석
구분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대학과
학과의
지원
만족도

하위 요인

요인 1

유용한 연구방법론 수업 제공

.661

타 전공과 연계 학제간 연구 역량 강화

.667

이론적 지식에 유용한 과목 제공

.652

학문적 글쓰기 기술 강화

.807

토론과 발표에 필요한 기술 강화

.808

글로벌 소통 기술 강화

.779

연구 윤리 강화

.769

교수 역량 강화

.706

요인 2

학업 연구를 위한 시설 제공

.795

기숙사 시설과 서비스

.778

학습과 연구에 대한 행정 지원

.809

동료상호작용은 요인 분석 결과 세 개의 설문이 하나의 요인으로 적절하게
묶임에 따라 하나의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정보는 부록에 수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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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특징을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라 분석
하고, 학문사회화와 박사과정생 역량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
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산의 동일성 조건이 만족될 경우, Scheffe
의 사후검증을 활용하였고, 분산의 이질성이 있는 경우 평균동질성검정(Welch
와 Brown-forsythe)을 실시하여 두 개의 값이 모두 유의할 때, DunnettT3 사
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학문사회화와 박사과정생의 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
계분석과 학문 분야별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제곱더미변수(LSDV) 추정
을 활용하였으며, 학문 분야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SDV 추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 개체의 이질성을 고
려하는 모형으로 각 학문 분야에 고유한 내재적 특성을 통제한다. 따라서 학문
분야를 통제하고 학문사회화와 박사과정생 역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
소제곱더미추정(LSDV)을 활용하였으며, 그 모형은 아래와 같다. 분석 방법에
대한 정리는 <표 Ⅲ- 17>과 같다.


 

    









<표 Ⅲ-17> 분석 방법
항

목

분석방법

연구문제
1

•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른
학문사회화 특징 분석

• 문헌분석
• 기술통계
• 일원배치분산분석

연구문제
2

•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른
박사과정생의 역량 특징 분석

• 기술통계
• 일원배치분산분석

연구문제
3

•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관계

• 최소제곱더미(LSDV)분석
•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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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이 연구는 학문사회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학문사회화와 박사과정생의 역량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식의 특성과 학문 탐구의 목적에 따라 학자 사
회의 규범과 가치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학문 분야에 따라 학문사회화 특징과
역량과의 관계도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학문사회화의 특징을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라 살펴보았다. 학문사회화 특성은 앞선 분석틀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박사학위과정 즉, 교육 프로그램 및 대학 학과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교수와 학생,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로 구성된다. 둘째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연구 역량과 창의 및 교수 역량, 협동적 역량으로 구분되
며 각 역량이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셋
째,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학문 분야별
로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1. 분석 자료의 기초 통계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응답자 449명의 배경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성순수학문 분야는 69명으로
15.4%이며, 연성응용학문분야는 123명으로 27.4%, 경성순수학문은 100명으로
22.3%, 경성응용학문은 157명으로 35.9%이다.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연성 학
문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며, 경성학문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 경성응용학문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18.5%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낮
게 나타난다. 학부의 본교 출신 여부를 살펴보면, 연성순수학문은 본교 출신이
54.4%, 연성응용학문은 31.7%, 경성순수학문은 46%, 경성응용학문은 57.3%로
학문 분야에 따라 구성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성응용학문 분야의 본교
출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기혼자의 비율은 연성학문분야가 39%, 경
성학문 분야는 20%미만으로 경성순수학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박사 연차
는 각 학문 분야별로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나 5-6년차 박사의 구성비가 연성
순수학문에서 조금 높으며, 연성응용학문에서 조금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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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학문 분야별 응답자 배경 변인

(%)

학문 분야

남

남녀
비율

여
타교

본교
출신

본교
미혼

결혼
여부

결혼
1-2년차

박사
연차

3-4년차
5년차
이상
전체

연성순수

연성응용

경성순수

경성응용

32
(46.4)
37
(53.6)
31
(45.6)
37
(54.4)
41
(60.3)
27
(39.7)
28
(40.6)
23
(33.3)
18
(26.1)
69
(15.4)

47
(38.2)
76
(61.8)
84
(68.3)
39
(31.7)
75
(61.0)
48
(39.0)
64
(52.0)
40
(32.5)
19
(15.4)
123
(27.4)

67
(67.0)
33
(33.0)
54
(54.0)
46
(46.0)
89
(89.0)
11
(11.0)
50
(50.0)
31
(31.0)
19
(19.0)
100
(22.3)

128
(81.5)
29
(18.5)
67
(42.7)
90
(57.3)
129
(82.2)
28
(17.8)
73
(46.5)
54
(34.4)
30
(19.1)
157
(35.9)

전체
274
(61.0)
175
(39.0)
236
(52.7)
212
(47.3)
334
(74.6)
114
(25.4)
215
(47.9)
148
(33.0)
86
(19.2)
449
(100)

이 연구에 활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대학원 문화 및 역량을 중심으로 기초 통계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설문 문항들은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각각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으
며, 결측치는 해당 문항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평균은 4.892로 높게 나타난다. 동료상
호작용 역시 4.908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다. 대학원 문화는 국제 학술활동
강조가 5.180, 국내 학술활동 강조가 3.432, 자율적 문화가 4.363, 경쟁적 문화
가 3.148으로 경쟁적 문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여준다. 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는 3.529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대학, 학부의 지원에 대한 만
족도는 4.222로 교육과정 만족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종속변인인 역량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역량은 평균 4.897, 창의 및 교수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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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2, 협동적 역량은 4.866으로, 창의 및 교수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역량에 대한 표준편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초 통계
구분

변인

평균

표준편차

N

지도교수 관계

지도교수 상호작용

4.892

1.090

446

동료관계

동료상호작용

4.908

1.239

449

자율적 문화

4.363

1.295

449

경쟁적 문화

3.148

1.150

449

국내 학술활동 강조

3.432

1.797

449

국제 학술활동 강조

5.180

1.741

449

교육 프로그램

3.529

1.089

449

대학․학과의 지원

4.222

1.249

449

연구 역량

4.897

0.769

448

창의 및 교수역량

4.200

0.899

448

협동적 역량

4.866

0.936

448

대학원 문화

학위과정
만족도

역량

2. 학문사회화의 특징
박사과정의 학문사회화는 박사학위과정과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루어지며 대학원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 장에서는 학문 분야와 박사과정생
의 연차에 따라 박사과정학생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학문사회화 특성을 살펴
보고, 그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여 보았다.

가. 학문 분야와 학문사회화
1) 박사학위과정

이 절에서는 박사학위 교육 프로그램과 논문자격시험, 박사논문 및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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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성을 살펴보고, 학문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박사 교육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필수 교과,
학점과 성적을 통해서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학칙 78조와
교육과정해설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교육과정 이수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수료 학점은 36학점으로 D-이상, 성적평점평균 3.0이상 최소 학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료 학점 이수 후 6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통과하고 학위논
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학과에서 제시하는 내부 규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교육과정 이수시간과 학점은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없다. 교육과정해설에
따르면 대학원 교육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별개의 학위 과정으로 설치
되고 교육과정의 설치 교과목을 해당 학과 및 학부에서 석ㆍ박사과정으로 구분
하여 지도할 수 있다.
박사의 고유한 전문 지식과 영역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크게 연성
학문 분야와 경성학문 분야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문
분야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성학문 분야에서는 ‘논문연구수업’이라는 지도교수와의 연구 수업을
교육과정 내에 필수교과로 포함하고 있다. 학문 특성상 명확한 패러다임이 존
재하지 않는 연성학문 분야에서 공식적인 수업보다는 지도교수 또는 동료들과
의 열려있는 토론과 깊이 있는 이론의 추구, 또는 연구와 관련된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중요하다(Smart et al, 2000). 따라서 연성학문 분야에서는
논문지도수업의 비중이 경성학문 분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인문학 전공에
서 논문지도수업의 필수 이수 학점이 12학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회과
학대, 법과대, 생활과학대, 보건대, 미술대은 6학점, 농업생명과학대, 음악대 3
학점 그 외의 자연공학계열 전공들은 논문지도수업의 필수 이수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 연성학문 분야는 전공에 따라 제2 외국어, 특정 분야 이론과 방법
론 등을 전공 필수 교과를 지정하거나, 영어 수업을 필수 이수 교과로 지정한
다. 경성학문 분야에서는 지식의 누적성과 위계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전공에
서 요구하는 기초 교과를 필수 교과로 지정하며 입학자격 또는 박사수료 요건
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논문자격시험은 학과와 전공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
부분이 지필 시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학문 또는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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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과제의 제출, 구술시험 또는 여러 방식의 혼합 형태로 이루어진다. 각 전공
의 박사과정에서 제공하는 졸업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살펴보면, 연성순수학문
분야의 논문자격시험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관련된 서적
과 읽기 목록을 미리 정하고 이들 범위 내에서 지필평가가 이루어진다. 외국어
전공뿐만 아니라 동양사전공 또는 철학전공처럼 주요한 텍스트가 외국어인 경
우, 외국어 시험을 포함한다. 인류학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필평가의 형태이
긴 하나 3주에 걸쳐 주제 영역별 3편의 답안지(각각 1주일의 소요시간)와 논
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구술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논문 두 편을 제출하여 통과하는 것으로 논문자격시험을 대체하는 사회
학과의 사례는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역량을 학위논문제출 자격으로 인정
하는 형태로 보인다.
반면, 경성학문 분야는 명확한 패러다임을 가진 학문 분야의 특성상 논문자
격시험은 해당 학문 분야 연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하
는 의미에서 이루어진다. 다수의 학과가 지필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학과는 이수 교과의 성적, 구술시험 등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생명과학과의
논문자격시험 사례를 살펴보면, 1) 공통핵심교과목 성적 20%(코어과목)(석사 2
과목, 박사 3과목) 2) 연구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 60% 3) 발표 평가 20%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논문자격시험은 학문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며 각 대
학이 배출한 박사학위자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자
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평가하고 논문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판단
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이러한 자격시험은 일종의 통과 의례(rite of passage)
로서 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셋째, 박사 학위 논문 제출과 관련하여 전공 내부 규정들을 분석해 보면, 대
부분의 학과에서 학술지 논문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지 게재의
조건과 편수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학문 분야특성과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다
르게 나타난다. 연성순수학문 분야의 인문학 전공은 학술지 게재의 의무가 일
부 학과에서만 나타나며, 국내 학술지 게재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회과학의
순수학문전공은 주로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전공에
따라 논문의 편수와 저자 수, 학술지의 등급 등에서 내규를 정하고 있다. 연성
응용학문 분야 중 사회복지학과의 경우는 학술지 게재 150%, 학술대회 발표
50%로 총 200%를 자격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어로 학위논문 작성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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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 게재 부문 100%를 인정해주는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경성학문 분
야는 지식의 보편성과 발견을 중시하여 학술지 논문 게재 의무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해외 학술지의 게재를 기준으로 한다. 생물 물리 화학 전공은
박사학위 연구내용을 전문 학술지에 제1저자로 최소한 1편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또는 게재승인 포함)함을 최소 자격 요건으로 한다. 논문 편수, 저자 수,
학술지 등급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학술지명 또는 영향력 지수
(impact factor)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과도 있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학문 분야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3>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교육
프로그램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 집단

유용한 연구방법론
수업+

4.130

4.325

3.820

3.898

2.921*

-

학제 간 연구 기술

3.072

3.78

2.950

3.350

6.622*** 1<2, 2>3

이론적 지식에
유용한 과목

4.391

4.431

4.340

4.338

학문적 글쓰기
기술+

4.275

4.073

2.730

2.873

34.259***

토론과 발표 기술+

4.348

4.593

3.370

3.248

27.026*** 1>3, 1>4
2>3, 2>4

글로벌 소통 기술+

3.176

3.504

2.910

3.051

3.371*

연구 윤리

3.855

3.772

2.950

3.121

9.539***

교수(teaching)

2.594

2.911

2.720

2.707

.138

.803

1>3, 1>4
2>3, 2>4

2>3
1>3, 1>4
2>3, 2>4
-

1:연성순수(N=69) 2:연성응용(N=123)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Welch와 Brown-forsythe의 평균동질성검정을 실시하여 모두 유의할 때, 사후검정으로
DunnettT3를 활용
***p<.001, **p <.01, *p<.05

위의 <표 Ⅳ-3>에 따르면, 이론과 연구방법론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반면, 교수(teaching)역량을 높
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매우 낮게 나
타난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여 연
성응용학문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며 경성순수학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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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특히 경성순수학문분야는 학제 간 연구, 학문적 글쓰기, 글로벌 소통
기술, 교수 역량, 연구 윤리 프로그램에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학문
적 글쓰기, 토론과 발표기술 그리고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연성학문 분야가 경성학문분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학
제 간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연성응용학문이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학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만족도와 대조적으로 대학과
학과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경성순수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다른 학문 분야
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나며, 연성순수학문 분야 학생들의 만족
도가 상대적으로 모두 낮게 나타난다. 순수학문 분야 학생들의 장학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프로젝트 인건비는 경성학문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학업 연구를 위한 시설 지원과 행정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경성순
수학문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기숙사 시설 및 캠퍼스 내 사회생활에 대한 만
족도는 학문 분야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학과의 재정 및 행정 지
원들은 학생들을 전공과 학과의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장학금과 연구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통합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표 Ⅳ-4> 대학 학과 지원 만족도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대학 학과 지원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 집단

충분한 장학금 제공

3.638

3.049

3.790

2.885

8.476***

1>2, 2<3
3>4

연구프로젝트 인건비

3.115

3.595

4.152

3.752

5.417**

1<3

학업 연구를 위한
시설+

4.290

4.309

5.090

4.561

6.605***

1<3, 2<3
3>4

기숙사 시설 및 서비스

4.200

4.33

4.372

4.353

.169

-

학습 연구 행정지원

4.087

3.724

4.140

3.586

3.577*

3>4

캠퍼스 내 사회생활

4.478

4.520

4.410

4.363

.309

-

1:연성순수(N=69) 2:연성응용(N=123)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Welch와 Brown-forsythe의 평균동질성검정을 실시하여 모두 유의할 때, 사후검정으로
DunnettT3를 활용
***p<.001, **p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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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졸업 요건과 관련하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중요도에 관한 학생들
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학문 분야별로는 연성학문 분야는 박사학위 논문을, 경
성학문 분야는 학술지게재성과를 선택하여 두 학문 분야는 거의 정반대의 백
분율을 보여준다. 연성학문 분야는 박사논문이 중요하다고 80%의 학생들이 인
지하고 있으며, 경성학문 분야는 80%의 학생들이 학술지 논문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술지 게재 요건이 경성학문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는 보편적인 연구 주제를 다루고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지식과 발견이 증가하는 학문의 특성 상 학위논문보다 학술지 게재가 더 우선시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성순수학문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하나의 완성된 대표작
(magnum opus)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이 우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Ⅳ-5> 졸업요건 중요도
졸업요건 중요도

(%)
연성순수

연성응용

경성순수

경성응용

학술지 게재 성과 중요

5.8

19.5

92.0

72.0

박사학위 논문 중요

91.3

80.5

7.0

27.4

기타

2.9

0.0

1.0

0.6

N

69

123

100

157

2)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박사과정생은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과와 학문 사회에
통합되며, 암묵적 지식과 규범을 익히고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게 된다(Austin,
2009). 이 절에서는 학문 분야에 따라 나타나는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
용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첫째로 교수 학생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접근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지도교수를 만나는 빈도는 경성학문 분야, 응용학문 분야에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경성학문 분야 학생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 지도교수를
만나는 학생들이 80%이상이며, 경성순수학문 학생들은 1주일에 1회 이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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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를 만나는 학생들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연성응용학문 학생
들은 약 60%의 학생들이 1주일에 한번이상 지도 교수와 만나며, 2주에 한번
이하로 적게 만나는 학생들의 비중이 40%정도이다. 이 연구의 대상학생들이
모두 풀타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연성순수학문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지도교수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Ⅳ-6> 교수와 만남의 빈도

(%)

학문분야

매일

1주에
여러번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

1달에
한번

1학기
한번

기타

연성순수

0.0

15.9

30.4

20.3

17.4

11.6

4.3

69

연성응용

6.7

31.7

27.5

19.2

10.0

2.5

2.5

120

경성순수

18.0

47.0

23.0

7.0

2.0

0.0

3.0

100

경성응용

6.4

31.8

33.1

20.4

3.8

3.2

1.3

157

N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생들의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구 진척을 위한 연구 조언, 학위
논문 주제의 구체화, 연구에 대한 관심, 좋은 전문적 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 학문 커뮤니티 진입 도움과 진로 조
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학생들이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고 연구를 진척시키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서 공
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연구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지도교수와의 논문지도, 연구 협력 등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학문
적으로 대학 커뮤니티에 통합되도록 하는 중요 요소로 학생이 학문후속세대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Earl-Novell, 2006).
학문 분야별로는 연성응용학문 분야가 타 학문 분야에 비하여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구 협력은 연성응용학문분
야와 경성순수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연성
순수학문의 독자적 연구 스타일이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연
구의 자율성은 연성순수학문분야에서 크게 나타난다. 지도교수의 진로 조언과
학문 커뮤니티 진입 도움에 있어서 상호작용은 학문 분야별 인식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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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지도교수 상호작용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집단

지도교수와
좋은 전문적 관계

4.841

5.092

4.970

4.878

.814

-

지도교수 조언은
연구 진척에 도움

5.362

5.500

4.950

4.891

5.926**

2>3, 2>4

학위 논문 주제에 대한
지식이 충분

5.464

5.583

5.420

4.873

7.122***

1>4, 2>4
3>4

연구 주제의 구체화 도움

4.971

5.375

5.070

4.745

4.573**

2>4

나의 연구에 대한 관심

4.681

5.150

5.120

4.599

5.173**

2>4, 3>4

학업과 연구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4.710

5.183

4.880

4.541

4.305**

2>4

충분한 연구 협력
기회가 충분

3.928

5.117

4.890

4.465

10.323***

1<2, 1<3
2>4

연구의 자율성+

5.971

5.533

5.200

5.312

학문 커뮤니티
진입을 도움

4.072

4.642

4.580

4.675

2.250

-

충분한 진로 조언

4.087

4.417

4.030

4.146

1.132

-

4.781** 1>3, 1>4

1:연성순수(N=69) 2:연성응용(N=120)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p<.001, **p <.01, *p<.05

나) 동료상호작용
학생들의 동료와의 상호작용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선후배와의 관계
가 큰 힘이 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연구 협력과 관련한 상호작용
이 낮게 나타난다.
학문 분야에 따른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다만, 경성응용학문이 연성순수학문보다 동료들과의 연구협력이 조금 더 활발
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경
성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연성학문 분야 학생들보다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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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동료상호작용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동료상호작용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
집단

동기선후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규모

4.580

4.699

4.690

5.070

2.549

-

선배로부터 배울 수
있음

4.609

4.593

4.890

4.924

1.552

-

동료와 연구협력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

4.000

4.496

4.320

4.401

3.340*

1<4

선후배 및 동기들은 큰
힘이 됨

5.029

5.049

5.290

5.159

0.739

-

1:연성순수(N=69) 2:연성응용(N=123)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p<.001, **p <.01, *p<.05

3) 대학원 문화
학문 사회는 학술활동의 자율성과 동료적 관계를 토대로 발달하여 왔다
(Sarrico & Melo, 2012; Dill, 2012). 학생이 교수와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
문적 자신감과 열정을 고양하고 학문 활동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는 환
에서 학문사회화가 촉진된다(Weidman & Stein, 2003). 따라서 박사과정생의 학
문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원 문화는 자율적 문화, 경쟁적 문화, 학술활동
촉진 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원 문화에 대한 학문 분야별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학생이 교수로부터
자율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흥미와
관심에 따른 수강 신청의 자율성은 높게 평가하였으며, 교수와 거리낌 없이 의
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응답하였다.
<표 Ⅳ-9> 자율적 문화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자율적 문화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 집단

흥미와 관심에 따른
수강신청

5.000

4.837

4.929

5.076

.591

-

교수와 거리낌 없는
의견 교환

3.870

3.821

3.690

3.694

.334

-

1:연성순수(N=69) 2:연성응용(N=123)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p<.001, **p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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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쟁적 문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점수는 낮게 나타난다. 학문 분야
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성학문 분야가 경성학문 분야에 비하여 학과에서 제공
하는 자원이나 관심에 있어서 더 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10> 경쟁적 문화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경쟁적 문화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 집단

학과 제공 자원에
대한 경쟁성

3.493

3.260

3.300

2.866

4.087**

1>4

소수 학생에 지원과
관심 집중+

2.870

3.398

3.310

2.917

3.952*

2>4

1:연성순수(N=69) 2:연성응용(N=123)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Welch와 Brown-forsythe의 평균동질성검정을 실시하여 모두 유의할 때, 사후검정으로
DunnettT3를 활용
***p<.001, **p <.01, *p<.05

셋째, 학술활동촉진 문화는 국내 연구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가와 국제적인
연구 환경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국내 학술활동 문화와 국제 학술활동 문
화로 구분할 수 있다. 연성학문 분야는 국내 학술성과를, 경성학문 분야는 국
제학술 성과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성학문에서는 응용 학문분야가,
경성학문에서는 순수학문분야가 학술활동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11> 학술활동 촉진문화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학술활동
촉진문화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 집단

국내 학술
활동 강조+

4.058

4.732

2.140

2.962

64.117
***

1>2, 1>3, 1>4
2>3, 2>4, 3<4

국제 학술
활동 강조+

3.188

4.602

6.170

5.879

83.578
***

1<2, 1<3, 1<4
2<3, 2<4

1:연성순수(N=69) 2:연성응용(N=123)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Welch와 Brown-forsythe의 평균동질성검정을 실시하여 모두 유의할 때, 사후검정으로
DunnettT3를 활용
***p<.001, **p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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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사 연차와 학문사회화
박사과정에 입학 후 학생들은 코스웍을 거치면서 학과 및 학문 사회에 적응
하고 필수적인 지식을 획득하며,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 가치와 규범을 익히고 내면화한다. 이러
한 학문사회화는 시기에 따라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고, 상호작용의 폭과 깊
이가 달라지면서 박사 연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박사
연차에 따라 학문사회화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의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박사연차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년차 이상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낮게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Ⅳ-12>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박사 연차 비교
교육 프로그램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

F

유용한 연구방법론 수업

4.116

4.014

3.860

0.958

학제 간 연구 기술

3.358

3.486

3.023

2.599

이론적 지식에 유용한 과목

4.377

4.399

4.314

0.112

학문적 글쓰기 기술

3.521

3.284

3.221

1.669

토론과 발표 기술

3.898

3.757

3.698

0.661

글로벌 소통 기술

3.251

3.162

2.941

1.285

연구 윤리

3.409

3.378

3.279

0.222

교수(teaching)

2.791

2.635

2.837

0.683

N= 1-2년차:(214) 3-4년차:(148) 5년차 이상:(86)

박사학위과정에서의 대학과 학과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박사 연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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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대학 학과 지원 만족도에 대한 박사 연차 비교
대학 학과 지원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

F

충분한 장학금 제공

3.205

3.216

3.407

0.504

연구 프로젝트 인건비

3.768

3.606

3.759

0.449

학업 연구를 위한 시설

4.516

4.520

4.779

1.109

기숙사 시설 및 서비스

4.332

4.479

4.052

1.837

학습 연구 행정지원

3.795

3.797

3.942

0.312

캠퍼스 내 사회생활

4.516

4.331

4.407

0.757

N= 1-2년차:(214) 3-4년차:(148) 5년차 이상:(86)

2)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지도교수와 학생의 만남의 빈도를 박사 연차별로 살펴보면, 5년차 이상 학생
들의 12.8%가 거의 매일 지도교수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12주일에 1회 이
상 만나는 학생들은 4년차 이하의 학생들에 비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1
달에 한번이하 만나는 학생들의 비율이 1-2년차는 약 10%, 3-4년차는 약
13%, 5년차 이상은 약 2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14> 교수와 만남의 빈도

(%)

학문분야

매일

1주에
여러번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

1달에
한번

1학기
한번

기타

1-2년차

6.6

38.2

28.3

16.0

5.2

3.8

1.9

215

3-4년차

7.4

31.1

35.8

12.8

8.1

2.7

2.0

148

12.8

22.1

18.6

26.7

10.5

4.7

4.7

86

5년차 이상

N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박사 연차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
으로 5년차 이상에서 그 값이 감소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2년차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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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상보다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세부
적으로는 지도교수와의 좋은 전문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과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2년차에서 가장 높고, 5년차 이
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15>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박사 연차 비교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

F

차이집단

종합 평균 (지도교수 상호작용)

4.982

4.911

4.638

3.094*

1>3

지도교수와 좋은 전문적 관계

5.057

4.973

4.651

3.075*

1>3

지도교수 조언은 연구 진척에
도움

5.218

5.216

4.826

2.864

-

학위논문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

5.340

5.345

5.012

1.882

-

연구 주제의 구체화 도움

5.160

4.953

4.802

2.193

-

나의 연구에 대한 관심

5.042

4.811

4.581

3.596*

1>3

학업, 연구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4.939

4.797

4.547

2.062

-

충분한 연구 협력 기회가 충분

4.835

4.547

4.384

2.990

-

연구의 자율성

5.410

5.541

5.384

0.466

-

학문 커뮤니티 진입을 도움

4.632

4.588

4.291

1.289

-

충분한 진로 조언

4.189

4.338

3.907

1.767

-

1:1-2년차(N=214) 2:3-4년차(N=148) 3:5년차 이상:(N=86)
***p<.001, **p <.01, *p<.05

나) 동료상호작용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박사 연차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연차에서 선후배와 동기들이 큰 힘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며, 연구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4년차 이하
보다 5년차 이상에서 그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미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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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동료상호작용 인식에 대한 박사 연차 비교
동료상호작용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

F

동기선후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규모

4.679

5.014

4.779

2.186

선배로부터 배울 수 있음

4.907

4.750

4.500

2.244

동료와 연구협력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

4.451

4.392

4.291

0.485

선후배와 동기들은 큰 힘이 됨

5.242

5.108

4.930

1.642

N= 1-2년차:(214) 3-4년차:(148) 5년차 이상:(86)

3) 대학원 문화
대학원의 문화에 대한 박사 연차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
율적 문화와 국제 학술활동 촉진문화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나며, 경쟁적 문
화와 국내 학술활동 촉진문화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연차에 따
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학술 활동 촉진 문화에 대한 인식이 평균적
으로 3-4년차에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Ⅳ-17> 대학원 문화에 대한 박사 연차 비교
대학원 문화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

F

자율적 문화

4.442

4.416

4.076

2.660

경쟁적 문화

3.156

3.128

3.163

0.033

국내 학술활동 촉진문화

3.400

3.493

3.407

0.128

국제 학술활동 촉진문화

5.098

5.291

5.198

0.542

N= 1-2년차:(214) 3-4년차:(148) 5년차 이상:(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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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사과정생의 역량 특성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학문사회화를 통해
서 학생들은 박사학위자에게 필요한 연구 역량, 교수 역량, 협동적 역량 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역량이 학문 분야와
박사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가. 학문 분야와 역량
학생들이 인식하는 전체적인 역량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연구 역량과 협동적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박사과정을 통해서 학문세계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연구에 적합한 방법과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높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학생들을 가르
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 역량과 창의성 유연성 등의 역량은 다른 역량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학문 분야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구역량과 창의 및 교수역량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협동적 역량에서 연성순수학문이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팀워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프
로젝트를 관리하는 역량은 경성 응용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표 Ⅳ-18> 역량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역량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 집단

연구 역량

4.700

4.848

4.928

5.000

2.502

-

창의 및
교수역량

4.103

4.256

4.238

4.174

0.459

-

협동적 역량

4.254

4.996

4.825

5.056

13.802***

1<2, 1<3
1<4

1:연성순수(N=69) 2:연성응용(N=123)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p<.001, **p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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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역량들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값을 보
이며, 상대적으로 전공분야 관련된 전문성의 개발에서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낮은 역량 인식을 보여준다. 경성응용학문분야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은 학문세계에 대한 이
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학문 계열에 관계없이 높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연
구 방법론에 관한 능력은 연성순수학문분야 학생들이 타 학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연구방법론 관련 능력은 연성학문 분야보다
경성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역량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은 순수학문 분야보다 응용학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을 보여준다.
<표 Ⅳ-19> 연구 역량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연구 역량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집단

비판적 사고

5.044

4.959

5.020

5.166

1.130

-

진로(전공분야 관련
전문성 개발)

4.328

4.512

4.550

4.783

2.450

-

학문세계에 대한
이해

5.000

5.089

5.060

5.000

0.215

-

문제해결

4.721

4.846

4.930

5.032

1.870

-

효과적인
의사소통

4.412

4.829

4.770

4.815

2.767*

-

연구 방법론+

4.706

4.854

5.240

5.204

5.614**

1<3, 1<4
2<4

1:연성순수(N=68) 2:연성응용(N=123)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Welch와 Brown-forsythe의 평균동질성검정을 실시하여 모두 유의할 때,
사후검정으로 DunnettT3를 활용
***p<.001, **p <.01, *p<.05

창의 및 교수역량은 연구 역량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며, 응
용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순수학문분야 학생들에 비하여 자신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교수 역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며, 다른 학문 분
야에 비하여 연성학문분야에서 조금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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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창의 및 교수 역량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창의 및 교수
역량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
집단

창의성

4.000

4.154

4.030

4.013

0.432

-

유연성

4.059

4.309

4.450

4.465

2.068

-

혁신적 사고

4.279

4.480

4.500

4.541

0.831

-

교수 역량

4.074

4.081

3.970

3.675

2.801*

-

1:연성순수(N=68 2:연성응용(N=123)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p<.001, **p <.01, *p<.05

협동적 역량에 대한 세부 역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책임감과 팀워크 역
량을 높게 인식하며, 네트워크와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하고 있다. 학문 분야별로는 연성순수학문이 타 학문 분야에 비하여 협동적 역
량에 있어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책임감은 경성학문 분야
가 연성학문 분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며 순수학문보다 응용학문에서 네트워
크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역량, 프로젝트 협동적 역량, 팀워크 역량이 상대적으
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1> 협동적 역량에 대한 학문 분야 비교
협동적 역량

연성
순수

연성
응용

경성
순수

경성
응용

F

차이집단

책임감

4.765

5.333

5.450

5.439

7.234***

1<2, 1<3
1<4

네트워크

3.985

4.870

4.420

4.745

8.692***

1<2, 1<4

프로젝트 관리+

3.882

4.984

4.630

5.076

15.879***

1<2, 1<3
1<4

팀워크+

4.382

4.797

4.800

4.962

4.612**

1<4

1:연성순수(N=68) 2:연성응용(N=123) 3:경성순수(N=100) 4:경성응용(N=157)
+Welch와 Brown-forsythe의 평균동질성검정을 실시하여 모두 유의할 때,
사후검정으로 DunnettT3를 활용
***p<.001, **p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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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사 연차와 역량
박사 연차에 따라 학생들이 인식하는 전체적인 역량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박사 3-4년차에서 조금 높게 자신의 역량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나, 박사 연
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Ⅳ-22> 역량에 대한 박사 연차 비교
역량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

F

연구 역량

4.822

5.018

4.872

2.919

창의 및 교수역량

4.157

4.272

4.180

0.730

협동적 역량

4.843

4.937

4.799

0.711

N= 1-2년차:(214) 3-4년차:(148) 5년차 이상:(86)

박사 연차에 따라 학생들이 인식하는 연구 역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2년차 학생들보다 3년 이상의 학생들의 역량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역량에서 1-2년차 학생들에 비하여 3-4년차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3> 연구 역량에 대한 박사 연차 비교
연구 역량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

F

차이집단

비판적 사고

4.944

5.230

5.047

3.873*

1<2

진로
(전공분야 전문성 개발)

4.481

4.776

4.535

2.531

-

학문세계에 대한 이해

4.991

5.142

4.977

1.113

-

문제해결

4.808

5.115

4.814

4.913**

1<2

효과적인 의사소통

4.762

4.743

4.721

0.047

-

연구 방법론

4.949

5.115

5.140

1.414

-

1:1-2년차(N=214) 2:3-4년차(N=148) 3:5년차 이상:(N=86)
***p<.001, **p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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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및 교수 역량에서 전반적으로 박사 3-4년차가 창의성이나 혁신적 사고
에서 자신의 역량을 높게 인식하며 교수 능력은 박사 5년차 이상에서 높게 나
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Ⅳ-24> 창의 및 교수 역량에 대한 박사 연차 비교
창의 및 교수 역량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

F

창의성

4.023

4.115

4.023

0.305

유연성

4.397

4.385

4.209

0.798

혁신적 사고

4.383

4.628

4.442

2.007

교수 능력

3.827

3.959

4.047

0.986

N= 1-2년차:(214) 3-4년차:(148) 5년차 이상:(86)

협동적 역량에서는 박사 3-4년차가 1-2년차에 비하여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Ⅳ-25> 협동적 역량에 대한 박사 연차 비교
협동적 역량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

F

차이집단

책임감

5.238

5.365

5.395

0.909

-

네트워크

4.696

4.608

4.302

2.910

-

프로젝트 관리

4.612

4.966

4.826

3.256*

1<2

팀워크

4.827

4.811

4.674

0.636

-

1:1-2년차(N=214) 2:3-4년차(N=148) 3:5년차 이상:(N=86)
***p<.001, **p <.01, *p<.05

전반적으로 역량에 대한 박사 연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박사 연차가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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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관계
가.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관계
학문사회화와 박사과정생의 역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문
사회화와 역량은 유의한 상관을 보여준다. 연구 역량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에서 .402의 상관을, 동료와의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와 .3 이상의 상
관을 보여준다. 창의 및 교수 역량은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432의 상관을,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과는 .363의 상관을 보여준다. 협동적 역량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에서 .413의 상관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학원 문화 중 경쟁적 문화와
국내 학술활동 강조 문화는 역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으며 자율
적 문화는 연구 역량과 .280, 창의 및 교수 역량과는 .295의 상관을 보여준다.
국제학술활동 강조 문화는 연구 역량 및 협동적 역량과 작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여준다.
<표 Ⅳ-26> 학문사회화와 역량과의 상관관계
역량

교수
상호
작용

동료
상호
작용

자율
적
문화

경쟁
적
문화

국내
학술
활동

국제
학술
활동

교육
프로
그램

대학
학과
지원

연구 역량

.402** .338** .280** .052

.002 .183** .321** .231**

창의 및
교수 역량

.363** .206** .295** .075

.088

협동적
역량

.046 .432** .240**

.295** .413** .173** -.040 .069 .234** .256** .226**

N=446

***p<.001, **p <.01, *p<.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 분야는 지식 특성과 전문가들의 행동 규범 및
가치 등의 학문사회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박사과정생의
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장학금 수혜, 본교 출신, 여성, 기혼 여부와
학문 분야를 통제하였을 때, 박사과정생의 역량과 학문사회화의 관계가 어떠한
지 살펴보았다. LSDV(최소제곱더미) 방법을 활용하여 각 역량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LSDV에 의한 추정 계수는 학문 분야의 이질성을 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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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추정한 한계 효과라고 볼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12).
LSDV 추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인지하는 자신의 역량과 학문사회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27>과 같다.
첫째,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연구 역량과 창의 및 교수 역량 그리고 협동
적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1단위 증가하면,
연구 역량은 .174, 창의 및 교수 역량은 .137, 협동적 역량은 .118만큼 높아진
다. 교수가 학생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함께 연구 협력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연구 역량도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연구 역량과 협동적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
다.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1단위 증가하면 연구 역량은 .114만큼, 협동적 역량은
.224만큼 증가한다. 동기와 선후배로부터 배울 수 있고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동료 관계가 연구를 수행하는 역량과 네트워크 및 프로젝트 등의 협동적 역량
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율적 문화는 창의 및 교수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경쟁적 문화
는 연구 역량과 창의 및 교수 역량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율적 문
화에 대한 인식이 1단위 높아지면, 학생들의 연구 역량 인식도 .08 높아지며, 경
쟁적 문화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연구 역량은 .069, 창의 및 교수역량은
.075만큼 증가한다. 이는 교수와 거리낌 없는 대화와 학습의 자율성이 연구 역량
과 정적 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원의 경쟁적 배
분과 연구 역량과 창의 및 교수 역량은 정적인 관계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 역량과 창의 및 교수 역량, 협동적 역량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연구 역
량은 .131, 창의 및 교수역량은 .248, 협동적 역량은 .097만큼 증가한다.
다섯째, 박사 연차에 따라 각각의 역량 인식에 차이를 보인다. 박사 연차에
따른 역량의 차이는 앞서 일원배치분산분석에 의해서 도출된 <표 Ⅳ-22>에서
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문 분야와 기타 유의한 개인 변수의 통
제 후, 박사 연차는 연구 역량과 창의 및 교수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다. 수료 이전의 1-2년차 박사과정학생에 비하여 수료 이후 3년차 이상의 학
생들의 연구역량 인식은 높게 나타난다. 1-2년차에 비하여 3-4년차 학생들은
연구 역량을 .243만큼, 5년차 이상은 .244만큼 더 높게 인식하며, 창의 및 교수
역량은 3-4년차 학생들은 .166만큼, 5년차 이상은 .227만큼 더 높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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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적 역량에서는 박사 연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섯째, 장학금의 지원은 연구 역량을 높게 인식하는데 유의한 정적 관계를
주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받지 않는 학생들에 비하여 .168만큼 연구 역량
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 외에 기혼과 여성이 창의 및 교수 역량은 낮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학문 분야와 기타 개인 변수를 통제하
였을 때, 학문사회화와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표 Ⅳ-27> 역량에 대한 LSDV 추정
구분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학위과정

박사연차
장학금

변수명

연구역량

창의 및
교수 역량

협동적 역량

지도교수 상호작용

.174***

.137**

.118**

동료상호작용

.114***

.020

.224***

자율적

.047

.080*

.005

경쟁적

.069*

.075*

.003

국내 학술활동 강조

-.026

.012

.004

국제 학술활동 강조

.039

-.002

.060*

교육 프로그램

.131***

.248***

.097*

.029

.052

.052

박사 3-4년차

.243**

.166*

.145

박사 5년차 이상

.244**

.227*

.181

장학금

.168*

.108

.099

본교출신

.037

-.149

-.060

기혼

-.082

-.185*

-.159

여성

-.070

-.167*

-.025

연성-순수

2.044***

1.613***

1.739***

연성-응용

2.145***

1.725***

2.354***

경성-순수

2.154***

1.824***

2.108***

경성-응용

2.325***

1.819***

2.396***

대학․학과의 지원

개인특성

학문
분야

R²
Adj R²

.983
.983

.969
.968

.975
.974

N: 연성순수(=69), 연성응용(=123), 경성순수(=100), 경성응용(=157)
***p<.001, **p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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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문 분야에 따른 학문사회화와 역량의 관계
이 절에서는 학문사회화와 연구 역량, 창의 및 교수역량, 협동적 역량과의
관계를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1) 연구 역량
경성학문과 연성학문,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으로 나누어 독립적인 회귀 분석
을 통하여 학문사회화와 연구 역량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Ⅳ-28>과 같다.
첫째,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연성학문과 순수학문, 응용학문에서 연구 역
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연성
학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은 .313만큼 순수학문분야에서는 .178만큼, 응용학문
분야에서는 .178만큼 높게 인식한다.
둘째,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경성학문과, 순수학문, 응용학문에서 연구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동료상호작용이 한 단위 증가하면 경성학문 분야는
.150, 순수학문 분야는 .145, 응용학문 분야는 .098만큼 연구 역량이 높아진다.
셋째, 대학원 문화는 경성학문 분야에서 연구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다. 자율적 문화와 경쟁적 문화가 연구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자율적
문화 인식이 1단위 높아지면, 연구역량은 .096만큼, 경쟁적 문화 인식이 1단위
높아지면 .090만큼 연구 역량 인식도 증가한다. 순수학문 분야는 경쟁적 문화
가 1단위 증가할수록 .134 연구역량 인식이 높아진다.
넷째, 박사 연차는 연성학문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 역량
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경성학문분야에서 1-2년차 박사과정생보다 3-4년
차 학생들이 .264만큼, 5년차 이상 학생들이 .374만큼 연구 역량을 높게 인식하
고 있으며, 응용학문 분야에서는 3-4년차가 .199만큼, 5년차 이상이 .276만큼
높게 인식하고 있다. 경성 학문에서의 연차에 따른 연구 능력의 향상은 지식의
구조가 수직적이어서 개념과 원리의 학습이 누적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실험실내에서의 경험과 암묵지의 전수가 연구 능력 발달의 중요한 요소가 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이 넓고 수평적인 연성학문에서는 박사 연차
와 연구 역량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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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8> 연구 역량에 대한 학문 분야별 회귀 분석
연성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학위과정
박사 연차
장학금
개인 특성
학문 특성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학위과정
박사 연차
장학금
개인 특성
학문 특성

지도교수 상호작용
동료 상호작용
자율적
경쟁적
국내 학술활동 강조
국제 학술활동 강조
교육 프로그램
대학․학과의 지원
박사 3-4년차
박사 5년차 이상
장학금
본교출신
기혼
여성
순수 학문
Adj R² (R²)

경성

.313***

.076

.065

.150***

.005
.070
.022
-.030
.215**
.004
.171
.026
.014
-.138
-.156
-.233*
-.036
.361(.413)

.096**
.090*
-.030
.065
.103*
.048
.264**
.374**
.287**
.104
-.004
.017
-.199
.288(.329)

순수

응용

지도교수 상호작용

.178**

.178***

동료상호작용

.145**

.098**

자율적
경쟁적
국내 학술활동 강조
국제 학술활동 강조
교육 프로그램
대학․학과의 지원
박사 3-4년차
박사 5년차 이상
장학금
본교출신
기혼
여성
연성 학문
Adj R² (R²)

.066
.134**
-.035
.028
.111
.051
.298*
.203
.368**
.052
-.030
-.040
-.159
.370(.427)

N:연성(=184), 경성(=250) 순수(=164), 응용(=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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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037
-.008
.030
.124*
.012
.199*
.276*
.027
.030
-.090
-.122
-.152
.230(.272)

***p<.001, **p <.01 *p<.05

2) 창의 및 교수역량
학문적 사회화와 창의 및 교수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
-29>와 같다.
첫째,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연성학문과 순수학문, 응용학문에서 창의 및
교수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한 단위 증가할수
록 연성학문 분야에서 창의 및 교수 역량은 .264만큼 순수학문분야에서는 .188
만큼, 응용학문 분야에서는 .128만큼 높게 인식한다.
둘째,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창의 및 교수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셋째, 대학원 문화는 경성학문 분야에서 창의 및 교수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자율적 문화와 경쟁적 문화가 창의 및 교수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자율적 문화 인식이 1단위 높아지면, 창의 및 교수 역량은 .134만큼,
경쟁적 문화 인식이 1단위 높아지면 .123만큼 창의 및 교수 역량 인식도 증가
한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모든 학문 분야에서 창의 및 교수 역량과 유
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연성학문 분
야에서 .386, 경성학문 분야는 .194, 순수학문 분야는 .181, 응용학문 분야는
.262만큼 창의 및 교수 역량을 높게 인식한다. 대학과 학과의 지원은 창의 및
교수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박사 연차는 연성학문과 순수학문분야에서 창의 및 교수 역량과 유
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연성학문분야에서는 1-2년차 박사과정생보다 3-4년차
학생들이 .271만큼, 순수학문분야에서는 1-2년차 박사과정생보다 3-4년차 학생
들이 .358만큼, 5년차 이상 학생들이 .359만큼 창의 및 교수 역량을 높게 인식
하고 있다. 기타 연성학문 분야에서 본교 출신 학생과 여학생이 타대 출신과
남학생에 비하여 창의 및 교수 역량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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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9> 창의 및 교수 역량에 대한 학문 분야별 회귀 분석
연성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학위과정
박사 연차
장학금
개인 특성
학문 특성

지도교수 상호작용
동료 상호작용
자율적
경쟁적
국내 학술활동 강조
국제 학술활동 강조
교육 프로그램
대학․학과의 지원
박사 3-4년차
박사 5년차 이상
장학금
본교출신
기혼
여성
순수 학문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학위과정
박사 연차
장학금
개인 특성
학문 특성

.264***

.049

.033

.027

-.003
.033
-.026
-.022
.386***
.021
.271*
.230
.092
-.280*
-.157
-.311**
-.080

Adj R² (R²)

경성

.134**
.123**
.039
.001
.194***
.053
.101
.230
.158
-.059
-.145
-.076
.009

.394(.443)

.189(.236)

순수

응용

지도교수 상호작용

.188*

.128*

동료상호작용

.066

자율적
경쟁적
국내 학술활동 강조
국제 학술활동 강조
교육 프로그램
대학․학과의 지원
박사 3-4년차
박사 5년차 이상
장학금
본교출신
기혼
여성
연성 학문

.096
.104
.035
.041
.181*
.105
.358*
.359*
.236
-.184
-.266
-.139
-.080

Adj R² (R²)

.339(.399)

-.008
.075
.060
.011
-.032
.262***
.012
.060
.163
-.003
-.184
-.178
-.202
-.107
.208(.251)

N:연성학문(=184), 경성학문(=250) 순수학문(=164), 응용학문(=270)
***p<.001, **p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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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적 역량
학문 분야에 따른 협동적 역량과 학문적 사회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30>과 같다.
첫째,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연성학문과 순수학문에서 협동적 역량과 유
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연성학문 분
야에서 협동적 역량은 .252만큼 순수학문분야에서는 .192만큼 높게 인식한다.
둘째,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협동적 역량과 유의한 관계
를 보여준다.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한 단위 증가하면 연성학문 분야에서 .211,
경성학문 분야는 .245, 순수학문 분야는 .239, 응용학문 분야는 .225만큼 협동적
역량을 높게 인식한다.
셋째, 대학원 문화는 협동적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연성학문 분야에서 협동적 역량과 유의한 관
계를 보여준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1단위 높아지면 .188만큼 협동적 역량
인식도 증가한다. 대학과 학과의 지원은 경성학문 분야에서 협동적 역량과 유
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대학과 학과의 지원 만족도가 1단위 높아지면 .100만큼
협동적 역량 인식도 증가한다.
다섯째, 협동적 역량은 박사 연차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으며, 학문
분야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연성순수학문 분야는 연성응용학문 분야에 비하
여 .596만큼 협동적 역량을 낮게 인식하며, 경성순수학문은 경성응용학문에 비
하여 .317만큼 협동적 역량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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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0> 협동적 역량에 대한 학문 분야별 회귀 분석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학위과정
박사 연차
장학금
개인 특성
학문 특성

연성

경성

지도교수 상호작용

.252***

.036

동료 상호작용

.211***

.245***

자율적
경쟁적
국내 학술활동 강조
국제 학술활동 강조
교육 프로그램
대학․학과의 지원
박사 3-4년차
박사 5년차 이상
장학금
본교출신
기혼
여성
순수 학문

-.012
-.032
-.025
.057
.188*
-.029
.100
.136
.044
.058
-.103
.004
-.596***

Adj R² (R²)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

학위과정
박사 연차
장학금
개인 특성
학문 특성

지도교수 상호작용
동료상호작용
자율적
경쟁적
국내 학술활동 강조
국제 학술활동 강조
교육 프로그램
대학․학과의 지원
박사 3-4년차
박사 5년차 이상
장학금
본교출신
기혼
여성
연성 학문
Adj R² (R²)

.019
.029
.012
.058
.048
.100*
.185
.276
.150
-.140
-.222
-.042
-.317**

.355(.407)

.208(.255)

순수

응용

.192*

.069

.239***

.225***

.029
.041
-.005
.054
.080
.087
.072
.124
.187
-.004
-.198
-.029
-.348
.348 (.407)

-.009
-.009
.023
.057
.082
.022
.188
.198
.020
-.102
-.128
-.021
-.041
.164 (.210)

N:연성학문(=184), 경성학문(=250) 순수학문(=164), 응용학문(=270)
***p<.001, **p <.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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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 논의
학문 사회에서 연구자는 하나의 개체로 존재할 수 없다. 연구자가 생산하는
지식은 그가 속한 학문 사회로부터 발견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학
문 사회는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유지되고 발전한다. Becher &
Trowler(2000)가 표현한 것처럼 학문 세계 안에서 각각의 전공과 분야들은 서
로 다른 부족처럼 존재하며, 각기 다른 전통과 생활양식 및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입학은 이러한 학문 부족에 새로운 부족민의 탄생을 의미하
며, 박사학위의 취득은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통과 의례로서 독립적인 연구자
로서의 인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업과 사회적 관계, 상황과 환경 등 학생의 경험들은 고유하고 개별
적이지만 학문 공동체와 대학원 사회라는 공통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이 연구는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사회화되어 가는 박사과정생의 경험을
개별적 경험이 아닌 공통의 경험, 즉 학문 분야별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분석
하고, 역량과의 관계를 밝혀보았다. 그 결과, 선행 연구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국내 박사과정생의 경험에서도 학문 분야에 따른 학문사회화 특징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또한 학문사회화와 박사과정생의 역량의 관계 분석을 통해
서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동료와의 상호작용, 대학원 문화와 학위과정이 박
사과정생의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문 분야에 따
라서 연성학문분야는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박사과정생의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경성학문 분야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연구 역량과 유의
한 관계를 보여준다. 창의 및 교수 역량은 연성학문분야에서는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및 교육 프로그램과, 경성학문에서는 대학원 문화와 유의한 관계를 보
여준다. 응용학문 분야는 순수학문에 비하여 협동적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협동적 역량과도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점을 제시하였
다. 첫째, 학문 분야별 학문사회화의 특징과 의미를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질적
연구에서의 개별적 경험을 통해 재조명하였다. 둘째, 박사과정생의 역량과 관
계가 높은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의 교육적 함의와 박사과정생의 역
량 개발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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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
학문사회화는 박사과정생이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학문 공동체의 일원이 되
어 가는 과정으로써 연구자 또는 교수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와 규범,
인지적 기대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박사과정생은 대학원 입학과 함께 요
구되는 과업을 차례로 수행해 나가면서, 지도 교수와 동료, 학문 사회와 상호
작용하고,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발달시킨다. 이 장에서는 박사과정생이 대학
원에서 경험하는 학문사회화의 의미와 변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은 학생의 기대, 교수의 기대, 박사학위과정이 추구하는 사명
(mission), 기술(skill)에 대한 직업 분야의 요구, 전문가 활용가능성의 영향을
받는다(Fife, 1991). 박사학위과정이 추구하는 사명이 교수자의 양성에 있다면,
연구와 교수 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전문가 양
성에 있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활용 능력, 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즉 박사학위과정은 박사과정생의 교육
목표와 관련되며 학문적 정체성 형성 즉 학문사회화를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박사학위자의 직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박사교육의 사명 역시 분화되어 다양
한 형태의 박사학위가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연구들도 대학원의 사명과 직
업 분야의 요구에 주목하고 있다(반상진 외, 2003; 신현석, 2011).
이 연구의 대상인 연구중심대학 박사과정생의 교육 훈련 목표는 학문후속세
대의 양성을 그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박사과정생의 인
식을 살펴보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와 관련된 이론 수업과 방법론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교수 역량 향상 프로그램과
학제 간 연구 프로그램,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최윤미 외(2010)는 국내 대학원생 및 연구자, 교수 집단 대상 연구에서 서로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과 교류,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제 간 연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연구자로써 일반적인 연
구와 협력에 필요한 역량을 고루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역량 향상의 측면
에서 이론과 방법론 관련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제 간 연구 역량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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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토론 능력과 의사소통역량 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보완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경성학문분야 학생들의 학문적 글쓰기와 토론 및 발표 능력
등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학생들의 역량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박사 교육 프로그램 특
성은 학위의 질을 개선하고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며, 학생들의 학위 시간을 단
축하고 학업 지속과 졸업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로 연구되어 왔다(Valero,
2001). 교육 프로그램의 엄격성과 다양성, 구조화의 정도 등이 박사과정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hrenberg et al, 2009). 본 연구의
사례는 필수 이수 과목과 이수 학점 및 기간 등을 정함으로써 학위 과정이 구
조화되어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이 이론과 방법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
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작다고 분석된다.
한편, 박사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교수 수급과 학문 사조 등은 특정 프로그
램이나 교육 영역이 불균형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로 구성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Schwarts-Shea(2003)는 연구방법론 수업에 대한 내용 분
석을 통해 특정 학문 분야가 선호하는 학문 특성이 박사교육에도 반영되어 있
음을 밝힌 바 있다. 김선기, 이상길(2014) 역시 학문 분야에서 선호하는 방법
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문화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황경아(2014)는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성찰적 연
구를 통하여 이미 제도화된 학문 분야의 전통 내에서 새로운 연구 방식과 학
문적 글쓰기에 대하여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박사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연구 방식과
태도, 가치 등에 있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박사학위과정은 학문 분야 및 학문 철학과 사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프로그램의 구조와 엄격성, 다양성 등을 통해 박사과정생의 학문적
사회화와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서는 전공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구조와 특성, 교육 내용 등의 측면에서 분
석되고 그 효과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박사학위과정의 철학적 기초가 교수의
연구 관심과 흥미, 학생의 기대와 필요, 그리고 전공의 박사교육 목적과 부합
될 때에 박사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Cassu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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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박사과정의 질을 이야기할 때 교수의 질은 매우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측면
으로 여겨져 왔다(Barms & Austin, 2009; Ives & Rowley, 2005; Gardner,
2007; Orellana et al, 2016;, Zhao et al, 2007). 교수의 학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수퍼비전, 열정, 멘토링 등을 통해서 학생이 교수, 연구자로서 규범과
역할, 책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Lovitts, 2001). 또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 진로 등을 통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
이기도 한다(Cassuto, 2015).
이렇게 지도교수가 학생 발달을 이끄는 매커니즘은 단순히 교육과 학습의
조력에만 있지 않다.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와 역
량 발달과의 관계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쨰, 박사과정에서의 ‘배움(learning)’은 인지적 수동적 지식의 습득이 아닌
전문가 사회와의 조우,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에 의해서
일어난다(Millet & Nettles, 2006; Packer & Giocoechea, 2000).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연구자로서 요
구되는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다. 학문 분야별로는 연성학문분야에서 지도교
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학생의 연구 역량과 창의 및 교수 역량
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연성학문 지식의 속성은 명확한 패러다임이 없고,
연구자의 주관과 해석, 새로운 관점을 그 특성으로 하며 간학문적 넓은 지식과
복잡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
는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이나 문제 해결 역량보다는
창의성이나 유연성,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Gardner(2008)는 역사학과 학생들의 교수와의 관계는 화학과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며, 연구에 필요한 정보와 지도조언이 주로 교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교수와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학
생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태도, 현상에 대한 이해가 지도교수와의 관
점과 갈등하거나 연합하는 과정에서 수정되고 재구조화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문제를 새롭게 보거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형
성된다고 볼 수 있다.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 역량 발달에 대하여
Austin(2009)은 인지적도제이론(Cognitive apprenticeship)으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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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델링, 코칭, 비계, 표현과 반성, 학습 전이 촉진으로 구성되는 학생들과
의 전문적 상호작용의 모델을 보여준다. 특히 과업의 어려운 부분을 안내하고,
단계별 지도와 지표 제공 등을 통해서 하나씩 수행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비계(Scaffolding) 단계와 학생들이 지식과 사고, 문제해결과정 등을 표현함으
로써 반성적으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과 반성(Articulation and
Reflection)의 단계는 학습을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되고 전이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역량 발달을 촉진한다. 이러한 인지적 도제 과정을 통해 박사과정 학생
들은 학자로서의 자신감을 높이고 필요한 역량을 능력을 기르게 된다(Austin,
2009).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한 지도교수와의 연구 협력과 학술 네트워크는 박
사과정 학생의 생산성과 인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명심, 박희제,
2011).
둘째, 지도교수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
면까지 포함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Barnes & Austin, 2009;
Amundsen & McAlpine, 2011). 따라서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학
문 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학업을 지속시키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Earl-Novell, 2006; Golde, 2005). Cleary et al(2012)은
박사과정생에 대한 성공적인 지도(supervision)를 위해서는 학생과 지도교수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토대가 되며, 학자적(Scholarly), 비판적(critical), 상호적
(interpersonal)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 중 상호적 기술에는 학
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 접근성과 아량(broad minded) 등을 포함한다. 특히 여
성, 육아, 또는 다른 대학이나 전공으로부터 오는 소외감 등 개인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박사과정생의 경우 지도교수의 이해와 배려는 이들의 학문적 정체성
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김은하 외, 2008; 서정원,
2015). 이러한 정서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은 지도교수와 학생이 서로의 관심
사 및 대학원 생활, 학업 여건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동
의 목표를 공유하고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Cassuto, 2015). Adler &
Adler(2005)의 질적 연구 사례는 지도교수와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연구와 진
로의 관계까지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최근 박사학위자의 진로는 교수직과 연구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서 나타난다. 따라서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책무와 환
경,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와 맥락 등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해당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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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Austin & McDaniels, 2002). 이를 위해서는 학생에
게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직업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명확
한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Gilbert et al, 2004; Sumsion & Goodfellow,
2004). 진로와 관련된 지도교수의 조언은 특히 인문사회계열에서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다. 이준석(2016)은 국내 인문사회계열의 박사과정생이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에 비하여 경쟁적 우위가 낮다는 인식, 경제적 압박감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업과 삶의 질이 낮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Cassuto(2015)는
미국 인문학자들이 전문적인 논문과 출판만이 가치있다고 사회화되어 왔음을
관찰하고, 인문학 분야가 지식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일반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서 학생 진로에도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공계열에 있어서도 여자 박사과정생들이 느끼는 진로 장벽과 소
외감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김민선 외, 2016). 이러한 사례는 학문
분야별로,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유의한 시사점을 준다.
넷째, 지도교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과와 학문 세계에 적합하게 사회
화하고 통합하여 학업을 지속시키는가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는 학업 중
단과 학문적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문
화적으로 유교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와 사제관계 문화가 여전히 대학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오창은, 2001). 따라서 학위 논문 주제, 인용, 참
고문헌 등의 학문의 가치판단에서 학생의 일상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지도
교수의 영향력이 발휘된다(홍성민, 2000). 이준석(2016)은 박사과정생과의 인터
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도교수와의 관계에 있어 스스로를 약자로 인식하고
과다한 업무와 부당한 관계로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경험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종영(2010)은 미국 유학 중인 한국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교수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대학원 문화의 비민주성으로 학문적 열정이 사
라지는 것처럼 느껴져 유학을 떠나는 사례를 보여준다. Gardner(2008)는 논문
과 별개로 지도교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박사과정의 생활이 어
렵다는 학생 사례를 통해 교수와의 관계 형성이 박사과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력이면서 역설적으로 박사과정 중도 하차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Gardner, 2008).
이와 같은 다양한 매커니즘을 통하여 박사과정생들은 지도교수와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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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연구자로 성장해간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수의 선행 연구를 지지
하여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박사과정생의 학문 세계에 대한 이해, 전공 분
야 관련 전문성 개발, 창의성, 책임감, 팀워크 등의 역량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학문분야에 관계없이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역량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서는 지도교수
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며, 특히 연구 및 학습과 관련
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의 상호작용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학생의 다양화와 지식의 세분화 경
향은 새로운 이슈를 낳고 있다. 첫째는 고등교육 대중화로 다양한 목적과 성향
을 가진 학생들이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과 멘토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식의 빠른 증가와 세분화로
지도교수 한 명이 박사과정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다(Neumann, 2007). 이러한 변화로 교수와 학생의 전공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학원 전문가도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연
성학문분야에서 나타나는 개인지도 형태를 실험실처럼 그룹 지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Neumann, 2007).
따라서 세계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박사과정생의 교육 훈련 방식에 대한 고
찰을 통해서 국내 박사학위과정에 적합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박사학
위자의 질적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 학과
차원에서 적합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문 분야에 따라 학습 및 연구 방
식과 진로도 다르므로 그에 대한 교수 학생 상호작용과 멘토링의 방향도 달라
져야 할 것이다.

다. 동료상호작용
동료 관계는 지도교수와의 관계만큼이나 박사 학위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Austin, 2002; Gardner, 2007; Lee et al, 2014). 학생들은 서로
의 배움에 기여하는 중요한 존재로 서로에게 학문적, 지적 자극의 원천이 되
며, 수업 안팎에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Lovitts, 2001). 이들은 서로의 일상
과 과업을 공유하는 관계로 교수와 같은 사회적 거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경험을 동시에 하고 있거나 또는 조금 앞서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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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학업 지속과 성과에 지원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동료 집단을 통해 크고 작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친밀함과 협력 관계로 전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박사과생의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동료상호작용은 연성학문과 경성학문에서 그 의
미와 기능의 차이가 나타난다. 연성학문에서의 연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나,
경성학문 분야에서는 실험실을 중심으로 연구와 학습이 이루어지며, 연구 협력
이 활발하게 일어난다(Becher & Trowler, 2001; Gardner, 2008; Turner et al,
2002). 따라서 경성학문 분야의 박사과정생들은 연구실에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서로 가까이 있으며, 1년 앞선 선배들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되
고, 그룹 중심의 협력 관계가 중요한 자원이 된다(Gardner, 2008). 여기서 실험
과 연구에 필요한 실제적 지식 즉 암묵지가 실험실의 선배에서 후배로 학습되
며, 이러한 암묵지는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박희제, 2010). 또한 수업이나 프로젝트 등의 팀 단위 과제가 많은 경우에도
서로 간 상황의 배려와 협력에 있어 동료 관계는 중요하게 작용한다(김은하
외, 2008). 그러나 연성학문 분야에서의 동료 관계는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돈
독해지고,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키우며, 박사학위 과정
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도와준다(Austin, 2002).
김선기, 이상길(2014)은 문화대학원생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동료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위로를 받음으로써 학업을 지속할 심리적 지지를 얻는다고
하였다. 최성광(2014)의 연구 역시 파트타임 박사과정생의 사례를 통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관계가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업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인문학 분야의 학생들은 논문작성과 연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감 형성은 학업을 지속시키고 졸업
까지 이끄는 중요한 조력자가 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료상호작용은 연구 역량 및 협동적 역량과 유
의한 관계로 나타나며, 경성학문분야의 연구 역량은 동료상호작용과의 관계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보다 더 밀접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협동적일 때 활발하게 일어나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고, 크고 작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학생들은 전공과 학과에 밀접하게 연결된다
(Weidmam & Stein, 2003). 특히 공동 연구와 연구 협력의 규범이 강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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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전공과 학과에서 동료 집단은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산이 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학습의 조력자이며 심리적 지원자로서 동료 멘토링 제도나
동료 간의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동료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문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박사 연차
박사과정에 입학 후 학생들은 코스웍을 거치면서 학과 및 학문 사회에 적응
하고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
식과 기능, 가치와 규범을 익히고 내면화한다. 이러한 박사과정의 전문성은 학
위 논문 작성과 심사, 통과의 과정을 거치면서 심화된다. 이 연구에서는 편의
상, 이러한 박사과정생의 전문성 발달의 단계를 박사 연차를 활용하여 살펴보
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박사 연차에 따른 역량의 변화는 평균 비교 분석에
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회귀분석을 통해 학문 분야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고 살
펴본 결과 연차에 따른 역량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박사 연차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박사 1-2년차는 교수와 동료, 선배
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로 학생 개인 배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출신 대학, 석사 이후 직장 경험, 전공 및 지도교수의 변경 등 다양
한 개인 배경에 따라 박사 1-2년차의 교육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학
교로 진학한 경우는 대학원 문화에 적응하고 통합되어야 하는 과업을 거치며
학생에 따라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기도 한다(Gardner, 2008). 이 연구는 전일
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시기 의무 학점을
마치며, 지식을 전수받고 소비하는 학생 관점에서 고유한 지식을 창조하는 연
구자로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Gardner, 2008). 지도교수 및 선배, 동료들에
대한 관찰과 모방,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며, 따라서 학과 교수 및 지
도교수, 동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연구
에 참여한 박사 1-2년차 학생들 역시 3년차 이상의 학생들보다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박사 3년차 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무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
을 준비, 심사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보낸다. 논문과 연구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지금까지의 교육과 경험이 개인 안에 통합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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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때 많은 학생들이 독립적인 연구자로의 변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도
움과 무관심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과정 자체에서 상당한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Gardner, 2008). 이 시기에 연구자로서의 멘토를 설정하고, 연구를
통해 몰입을 경험하며 관심 분야와 평생 연구주제 발견함으로써 전문성 발달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오헌석 외, 2007). 따라서 학문 공동체의 일원
이 되고, 책임과 독립성을 키우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시기보
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된다(Baker et al, 2013). 그러나 오히려 박
사 초기보다 관심과 지원을 덜 받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기도 한다
(Adler & Adler, 2005). 학문 분야별로 연성학문분야 학생들은 독립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독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익숙한 경
성학문분야의 학생들은 혼자서 연구 논문을 쓰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Gardner, 2008; Golde & Dore, 2001). 특히 경성학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학
위논문연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창의성 및 직관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시기 많은 학생들이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Neumann, 2007).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역
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특히 경성학문과 응용학문에서 박사 1-2년차에
비하여 3년 이상의 학생들의 연구 역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순수학문에
서는 창의 및 교수 역량에 대한 박사 연차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높아진다.
코스웍과 논문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 지도교수와 동료 상호작용의 결과가
누적되어 역량과 자기효능감의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경
성학문분야의 경우, 누적적인 지식 특성과 암묵지의 획득이 뚜렷한 역량 변화
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박사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독립적으
로 학문적 문제를 해결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가적 역량에 도달하였음을 의미
한다(Baker & Pifer, 2014).
이렇듯 박사 연차와 과업 단계에 따라 박사과정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과
관계 특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학문 분야에 따라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추후 박사과정생들이 과업 단계별로
경험하는 어려움과 지원 요구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각 단계별 학과의 지원
과 지도교수 및 동료상호작용의 효과적인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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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사회화와 학생 역량
박사과정의 역량에 대한 관심은 박사학위자의 증가, 다양한 학생 구성과 진
로의 불확실성, 지식의 팽창과 전문화 등의 시대적 변화와 함께한다. 그러나
여전히 박사 훈련의 핵심 요소는 독창적인 연구(original research)를 통한 지
식의 향상에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일반 역량
(transferable and generic skill)을 추가로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수
직의 감소와 민간 또는 비학술적 분야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일반 역량,
간학문적 훈련(interdisciplinary traini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Gilbert et
al,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박사과정생의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창의 및 교
수역량, 협동적 역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박사과정생의 역량 발달에는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학문 환경이 추구하는 가치와 교육 목표,
그리고 학생에 대한 상찬과 보상이 학생 개인의 성향과 잘 맞을 때 학생의 역
량이 더 잘 발달할 수 있다(Holland, 1997; Smart et al, 2000). 또한 학문 환경
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특성과 구조가 학생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교수와 동료와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촉진할수록 학생의 역량 발달에 도
움이 된다(Weidman & Stein, 2003).

가. 연구 역량
박사학위제도의 다양한 변화 추세에도 박사교육에서 학위 논문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핵심적인 과업이자 목표가 되어 왔다. 박사과정의 연구
역량은 해당 분야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적합한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학문 세계와 공유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Austin & McDaniels, 2006a; Hyatt & Williams, 2011; 박현정 외
2007).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역량은 학문 분야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교수와의 상호작용과 동료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과의 자율적이고 경쟁
적인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어떻
게 박사과정생의 역량 발달을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질적 연구의 사례
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았다.
- 117 -

첫째,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연구 역량과 유의한 영향을 준다. 오헌석 외
(2007)는 한국의 우수한 연구자들에 대한 성장과정 연구에서 멘토와의 만남이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멘토를 통해서 역할 모델을 가지고 학문에
대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논문 발표의 절차와 기술 등 다방면
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대부분의 멘토는 박사과정의 지도교수
로 나타난다. 지도교수와의 연구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연구 협력의 경
험은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최윤미 외, 2010). 또한 지도교수
의 코칭 속에서 점차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일을 맡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 역량이 형성되기도 한다(나승일 외, 2009).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은 학
문세계로 진입하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진로에 대한 깊이 있
는 대화를 통해 역할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
해 전문 분야에 대한 확신과 경력 설계가 잘 이루어져 일에 대한 가치관이 형
성되어 있을수록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성과 역시 높아질 수 있다(오헌석 외,
2012).
둘째,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문화는 연구 역량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준
다. 즉 자유로운 학문 풍토에서 관심과 자원에 대한 경쟁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연구 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특히 경성과 순수학문에서 경쟁
적 문화는 유의하게 작용한다. Becher & Trowler(2001)는 경성 학문 분야에서
포지션과 자원, 설비 등을 두고 경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
쟁은 연구 결과 발표의 빠른 출판에 대한 선호, 아이디어의 도용을 대비한 실
험실 보안 강조 등의 문화로 표현된다. 따라서 경성학문에서는 경쟁적 문화가
오히려 연구를 촉진하고 역량을 높이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성학문분야의 연구 역량은 동료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필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창의성
과 혁신성을 키움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실험실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교환 창구로 이공계열
학생들의 연구 역량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경성학문분야의
지식이 수직적, 누적적이며 실험실에서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암묵지가 증가하
기 때문에 박사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 역량 역시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
준다. 경성학문분야의 실험실 문화에서는 사수-부사수의 형태로 상명하복의
문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율적 문화의 기능에 대한 후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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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김민선 외, 2016; 박희제, 2010). 한편, 연성학문에서의 연구 역량
은 교수와의 진로상호작용과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다. 연성학문분야의
수평적 지식은 이론과 방법론뿐만 아니라 글쓰기, 토론, 간학문적 교육 프로그
램, 글로벌 소통틍력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연
성학문에서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제 과정으로써
TA 또는 RA 등의 조교 활동을 통해 교수를 도와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연구
자, 교수자로서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더불어 의사소통능력 및 자
신감과 정체성의 통합도 경험할 수 있다(Mena, Diefes-Dux & Capobianco,
2013).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성학문 중 주류 학문이 아닌 여성학, 또는 문화연구 등의 학제 간 연구 분야
에서는 동료와의 연구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연구 역량 형성에 요인이 되
기도 한다(김선기, 이상길, 2014; 이나영, 정민우, 2010). 한편 이준석(2016)은
박사과정생들이 RA, TA 또는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타 근로 행위로부터 과
도한 업무를 요구받고 근로 계약과 상관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빈
번하게 일어남으로써 정작 중요한 학업 정진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사과정생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정책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문화, 학문 분야에 따라 유의한 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고려해야 한다.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연구와 관련된 코칭
과 멘토링 뿐만 아니라 학술 활동의 가치와 일과 삶의 통합 등 진로와 경력에
관한 상호작용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문 분야별로 연성학문
분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지도교수의 멘토링을 강화하고 경성학
문분야에서는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문화를 형성해 주며,
박사 연차에 따른 학업 지원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창의 및 교수 역량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창의성과 독창성, 유연성 그리고 교수 역량
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였다. 이는 박사과정학생들의 교수 역량이 따로 개발되
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에서 창의성 등과 같은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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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노혜란, 최미나(2004)는 교수 역량을 설명하는 하위 역량으로 창의성
과 유연성을 포함한 바 있다. 이러한 창의 및 교수역량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
용과 자율적 경쟁적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첫째, 박사과정생이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적 능력과 실제적
능력 그리고 창의적 능력이 중요하게 나타난다(Lovitts, 2008). 과학자의 규범
으로써 연구의 독창성에는 이미 연구자의 창의적 역량을 기본으로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김환석 외, 2010). 학문 탐구에 있어서 창의적 역량의 개발과 발현
의 문제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이나 그 논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홍성욱,
2003). 특히 과학적 발견을 중시하는 경성학문분야에서는 과학자의 창조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창조성은 창조적인 개인, 전문 분야, 사
회적 조건과 문화 등 개인과 사회적 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선영, 2014). 박사과정생의 창의적 역량은 기존 연구에 의해 잘 설계된 실
험 연구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발휘될 수 있으며(Neumann, 2007),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안목과 문제의식’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제도적 학문에 대
한 대안적 학술 문화 추구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최윤미 외, 2010; 황
경아 외, 2014). 학문 탐구에 있어 창의적 역량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적 특성과 천재성에 기인한다는 시각에 의하여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학제 간 연구, 교수, 연구자, 동료들과의 학문적 토론과
교류, 최신 이론과 방법에 대한 지식 등이 연구에 있어서 창조적 산물을 가져
오는 것으로 여겨지나 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교수 역량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과정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한 역량이다. 그러나 박사 교육 훈련 과정은 교수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연구와 출판
능력만을 배우고 교육중심대학의 교수가 됨에 따라 학생 교육에 상당한 어려
움을 경험하기도 한다(Austin, 2002). 국내에서도 교수들은 초 중등 교사와 달
리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교수법과 같은 교직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
에서 교육활동에 투입되며, 이에 따라 본인이 수강했던 대학 수업에 대한 기억
혹은 스스로의 시행착오, 동료와의 교수법에 대한 토론에 근거하여 수업을 진
행한다(박민정, 2008; 이용숙, 2001; 이현영 외, 2012). 이 연구의 사례에서도
박사과정생의 교수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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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과학의 일부 전공에서는 교수 경험을 의무로 두고, 교육 활동을 제공
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회과학의 일부 전공은 박사과정 학생의 교수 업무를 제
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박사과정에서 교수 경험이 학생 발달에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는 단
순하지 않다. 미국 박사과정 연구에서는 교수 역량의 발달이 실제로 가르치는
교수 TA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dler & Adler, 2005;
Austin, 2002). TA 경험을 통해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함께 일을 하
는 동료들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교수 역량을 높인다. 그러나 박사과정생의
강의자로서의 경험이 연구에 기반한 업적 평가제도 속에서 학문사회화에 부정
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학생들은 교육을 강조하는 학과 문화와 연구에 기반한
보상 체계의 갈등 속에서 강의는 연구의 뒷전으로 미루어지기도 하고 박사 연
차가 높아지면서 강의에 대한 책임이 많아지면 저임금 교수 노동자로서 불평
등을 깨닫고 지쳐가는 경우도 있다(Austin, 2002: p108). 지금까지 교수들에게
연구와 교육(teaching)활동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Shin et al, 2014). 특히 교수(teaching) 활동에 대한 시간 투자는 연구 시간과
경쟁하며, 연구 성과가 보상체계와 연계되어 있을 때는 더욱 교수 활동 시간이
줄어든다(Fairweather, 1992). 국내에서도 최근 10년간 교수들의 승진 및 보수
체계가 연구 성과 중심으로 개편되고, 대학 평가에서도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
되어왔다.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에 따르면, 신규임용 심사
는 연구실적물 및 총괄연구업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2010. 7. 21 개정 기준).
이러한 사례는 박사과정생을 강의자로 활용함으로써 교수 역량을 기르는 방법
에 대하여 대학 사회 맥락과 학문 분야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박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앞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박사학위자의 진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수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공식적 교육과정을
제공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클 수 있다. 교수 역량은 교수 입직 이후
의 재직자 교육, 조직사회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
나 많은 교수들이 자신의 박사과정 시절의 교육 방식을 교수가 된 후에 활용
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현재 박사과정학생을 위한 교육의 개선이 학생들의 교수
역량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수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학습과 연구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연구 역량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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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의 및 교수 역량 및 협동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효과
적인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 역량의 개발은
학문 분야에 따라 지식의 속성이 다르고 교수와 학생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다
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문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구체적인 교수 역량에
대한 기준이 요구된다(노혜란, 최미나, 2004; 임우섭, 김용주, 2007). 그 사례로
이현영 외(2012)는 공학 분야의 교육에 필요한 교수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공
학 학문 분야의 지식과 수업 특성을 반영한 지표들을 반영한 진단도구를 개발
하고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학 교육의 질을 높
이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에 따라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
요하며 제도적, 정책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다. 협동적 역량
협동적 역량은 박사과정생의 네트워크 형성, 프로젝트의 기획, 팀워크, 책임
감 등의 역량으로 학술 영역 외의 다양한 업무와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량은 비단 연구직, 또는 교수직이 아닌 민간 기업과
관리직에서도 필요로 하는 역량이다.
최근 박사학위자의 진로 다변화로 이러한 일반적인 역량을 발달시키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영국에서는 프리젠테이
션 기술, 시간 관리, 이력서 작성과 경력 관리, 네트워크, 인터뷰 기술 등의 일
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고, 이러한 수업을 들은 학생
들의 80%가 유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Gilbert et al, 2004). 반면 일
반 역량은 활용되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습득되는 것으로써, 오히려 전문 분야
의 연구와 훈련을 통해서 자동으로 얻어질 수 있으며, 일반 역량을 위한 프로
그램이 피상적이고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지식의 습득과 탐구를 방
해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Gilbert et al, 2004; Sumsion & Goodfellow, 2004).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협동적 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과 동료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다양한 학문 세계의 사
람들을 만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팀워크와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성학문 분야와 응용학문 분
야의 학생들에게 협동적 역량이 높게 나타나며, 연성순수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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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협동적 역량 수준을 보여준다. 연성순수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진로
전망을 낮게 인식하고 취업의 폭도 매우 좁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협동
적 역량 형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성순수학문의 탐구는 독립
적이고 개별적이며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시각을 중시하여 박사과정을 통해서
개별성(individualism)을 획득해야 한다(Becher & Trowler, 2001). 따라서 연성
순수학문의 학문 탐구 문화를 존중하면서 박사과정생의 협동적 역량 개발 프
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박사학위자의 진로와 경력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박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들을 키우고 또 통합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학문 환경과 새로운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123 -

Ⅵ.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연구자를 양성하고 학문적 수월성을 획득 유지하
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자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는 연구자 사회의
체제 및 제도, 문화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그 이전의 연구자를 교육 훈
련하는 단계로서 박사교육과도 연결된다. 박사교육은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자로서 가치와 규범, 행동 양
식 등을 형성시키는 준비 단계로서 기능한다. 박사과정생은 이러한 학문사회화
를 통해서 연구자 또는 교수로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가 규범을 학습하고 내재화한다. 예비 연구자로서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
화는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구자로써 바람직한 역량
과 태도 등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른 기준과 모델을 가지며 이는 박사과정생
의 학문사회화에도 투영된다.
이 연구에서는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와 역량을 살펴보고, 학문사회화와
학생 역량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혀보았다. 학문사회화의 특징은 학문 분야와
박사 입학 이후의 연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문 분야는 연성
순수학문, 연성응용학문, 경성순수학문, 경성응용학문의 4개로 구분하였으며,
박사 연차는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에 있어 학문 분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학문 분야에 따라 학술활동의 가치와 문화,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과 동료와의
연구 협력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연성학문과 경성학문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박사 연차에 따른 학문사회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
선, 학문 분야 간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전문 분
야의 이론 및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제 간 연구나 교수법 등
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박사과정생들은 지도교수와 좋은
전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하며, 진로와 관련된 상호작용은 낮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료와의 관계 역시 서로 배우고 큰 힘이 된다고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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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연구 협력은 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박사과정생들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시험과 학술지 게재로 이루어지며, 그 수준과 범위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다. 학문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연성학문분야의 박사과정생
은 개인 지도 형태의 논문지도수업을 필수 교과로 수강하며, 지도교수와의 상
호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난다. 학문적 글쓰기와 토론, 글로벌 의사
소통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육 성과로써
박사 논문과 국내학술지 논문에 상대적인 강조를 둔다. 반면, 경성학문 분야는
지식의 누적성과 수직적 위계성을 특징으로 전공 교과에서 선수과목과 필수
과목을 두고 있으며 학업 연구 시설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연성학문에 비하
여 높게 나타난다. 실험실에서의 연구와 학습 환경은 지도교수와 접근성을 높
이고, 연구 협력에 있어서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지
도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연성학문분야에 비하여 낮으며.
박사논문보다 연구 결과의 국제적인 인정을 중시하여 국제 학술지 게재를 박
사학위논문의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학문사회화 특성에
있어 박사 연차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박사 1-2
년차 학생들의 인식이 5년차 이상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며, 그 외 학위 과정
에 대한 만족도, 동료와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박사과정생들은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연구 역량을 높게,
창의 및 교수 역량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연성순수학문
분야 학생들은 자신의 협동적 역량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박사
연차 3-4년차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프로젝트 관리 역량에서 자
신의 역량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학문사회화과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구 역량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및 동료 상호작용과, 창의 및 교수 역량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및
교육 프로그램과, 협동적 역량은 동료 상호작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학문 분야와 개인 특성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 역량은
지도교수 상호작용, 동료상호작용, 경쟁적 문화, 교육 프로그램, 장학금과, 창의
및 교수 역량은 지도교수 상호작용, 자율적, 경쟁적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협
동적 역량은 지도교수 상호작용과 동료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과 유의한 관
계를 가진다. 학문 분야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성학문분야 학생 역량은 지도교
수 상호작용 및 교육 프로그램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며, 경성학문분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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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동료 상호작용과 자율적, 경쟁적 문화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다. 학문
분야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박사 연차가 증가함에 따라 역량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성학문과 응용학문에서 연구 역량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순수학문에서는 창의 및 교수 역량에 대한 박사 연
차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박사과정생의 학문사회화는 그들이 속한 학문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일어난다. 연구중심대학의 학문후속세대는 이론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
식과 기술을 획득, 연마하며, 국내외의 학술 활동을 중시하는 문화로부터 영향
을 받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지식 탐구 방식과 가치의 차이는 역량 발달의 영
향 요인의 차이로 이어진다. 학문 분야별 차이는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의 차이
보다 연성학문과 경성학문의 차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연성학문 내에서
순수학문과 응용학문 간의 차이는 경성학문의 순수학문, 응용학문 차이보다 더
두드러진다. 연성응용학문분야는 지식이 수평적이고 연구의 사회적 적용에 의
미를 두며, 공동 연구가 더 쉽기 때문에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
게 일어나며, 협동적 역량에 있어서도 연성순수학문분야보다 높게 나타난다.
경성학문분야는 실험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 연구 전통으로 연구 역량
과 동료상호작용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문 분야에 따라 학문
사회화가 일어나는 환경 및 조건이 다르며, 박사과정생의 역량은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과 동료상호작용, 그리고 자율적 경쟁적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박사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이러한 학문 분야에 따른 연구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교수 및 동료와
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부족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박사과정 학생들의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박사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사학위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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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야 한다. 박사학위의 ‘질’은 수월성 또는 경쟁력의 의미로 활용되기도 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박사학위과정
에 대한 질 관리는 박사과정 정원 관리에 대한 제안부터 정보 공시 활용, 평가
인증제 활용 등 대학 평가와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승인과 인증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질 보장 시스템은 사회를 만족시킬만한 높은 수준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며 학문적인 노력(학습과 지식생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학생 경
험과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Harvey and Newton, 2004). 이 연구에 따르
면, 박사학위자의 연구 역량은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박사학위자의 지식 생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학습 및 연구
에서뿐만 아니라 가치와 정체성 형성, 진로 계획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작용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 협력과 조언, 동기의 유발, 진로 탐색 과정에 있어
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박사과정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에 따른 학문사회
화의 조건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 추구하
는 지식과 사회적 관계 특성이 다르며, 박사과정 학생에게 요구되는 과업과 자
격의 특성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박사과정 교육과 지원 제도 및 정
책도 학문 분야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연구
의 결과는 연성순수학문분야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
적으로 통용 가능한 협동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성학문분야에서는 지도교수와 만남의 빈도는 높으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남을 고려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질을 높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박사과정생의 모든 역량과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이론과 방법론에서 높게 나타나고, 학제 간 연구, 학
문적 글쓰기, 연구 윤리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으며, 학문 분
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박사과정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문 분야별 요구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형태와 내용,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oyer(1990)가 제시한 교수 목표의
- 127 -

4가지 영역들, 발견(discovery)과 통합(integration), 상호작용(interaction)과 교
수(teaching)의 영역에서 박사과정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해 볼 수 있으
며, 인턴십 과정으로 교수, 연구 등과 관련된 활동을 공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역량의 고른 개발을 추구할 수도 있다(Austin & McDaniels, 2006b). 또한 연
구 윤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김환석(2009)은 대학 및 전공에 따라 데이터 변
조, 결과 조작,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의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 대학원생들 사
이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 바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경성학문분야 학생
들의 연구 윤리 프로그램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문 분야별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 조사를 통해 박사과정생의 고른 역량 발
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박사 교육 훈련은 지도교수와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업에 의하여 이
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식사회의 고도화와 국가 연구 생산 및 기술 혁신에 대
한 경쟁의 심화는 우수한 연구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ustin et al(2009)은 STEM 분야의 박사교육과정의 구성
과 전략을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 바 있다. 이 대학은
CIRTL(Center for the integration of research, teaching, and learning)이 제시
한 제안에 따라 가르치는 연습을 통한 연구 능력을 높이고 동시에 교수 능력
도 기르며, 소규모 그룹의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습과 발견을 공유하도록
하고, 경험과 개인 배경, 능력의 다양성을 촉진함으로써 박사과정의 수월성에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간학문적 학습공동체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다양하게 구성되는 소그룹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small
group)을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이
들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 직업 적응 및 수행에도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Austin et al, 2009). 한편 Cassuto(2015)는 박사 교육이 지금까지 내용 중심적
이고 교수의 자의적 구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학생 중심 교
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학생의 진로와 학문적 요구
를 결합하여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며, 박사과정을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교수 파트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사과정생은 수
동적인 지식 습득 보다는 전문가, 지도교수,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한다(Packer & Giocoechea, 2000). 따라서 국내 박사과정교육에서도
학생 중심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학습 공동체를 통한 집합적 교수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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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학원 교육은 국가 발전을 이끄는 지식 생산과 상용화의 중요한 핵심 역할
을 수행한다. 따라서 앞으로 지식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학원의 체계적
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 학문 분야별로 박사
과정 학생들의 교육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학생 역량의 강점, 약점 및
진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대학
원 학문 분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지도교수 및 학생
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내적 수월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지식의 팽창과 전문화는 한 명의 지도교수에 의한 연구
지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공동지도교수제도와 학제 간, 대학 간 공동
연구 및 학업 연계를 통한 교육 개혁을 통해 박사 교육의 수월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직업 세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반 역량
(transferable skill)을 기를 수 있는 선택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지
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자 사회를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대학원은 지식을 창조하고 확산하는 학문 기관의 사회적 책
무성을 인식하고, 학문 공동체의 인큐베이터이자 요람으로써 박사과정 교육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수준에서 학생의 발달과 진로 개척을 위해 노력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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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설문 문항
구분

변수명

연구
역량

역량
창의 및
교수역량

협동적
역량

지도교
수와의
관계

지도교수
상호작용

설문 문항
다음의 설문 문항(7 점 척도)의 평균 값
* 박사과정 진학 후 현재까지 아래의 역량들이 얼마만큼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1 연구 방법론 관련 역량(예: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나
실험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음)
2. 비판적 사고(예: 도출된 결과 및 기타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3. 진로(예: 전공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 개발)
4. 학문세계에 대한 이해
5. 문제해결 관련 역량(예: 주어진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6. 효과적인 의사소통(예: 연구문제 및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다음의 설문 문항(7 점 척도)의 평균 값
* 박사과정 진학 후 현재까지 아래의 역량들이 얼마만큼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1. 혁신적 사고(예: 연구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능력)
2. 창의성(예: 사물, 현상, 연구 현장 등을 창의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능력)
3. 유연성(예: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4. 교수 능력(예: 학생을 가르치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다음의 설문 문항(7 점 척도)의 평균 값
* 박사과정 진학 후 현재까지 아래의 역량들이 얼마만큼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책임감(예: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 연구결과에 따른 책임감)
2. 네트워크 역량(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 시 협력하는
능력)
3. 프로젝트 관리 역량(예: 프로젝트 기획, 관리 능력)
4. 팀워크 역량(예: 동료, 선후배들과의 협력)
다음의 설문 문항(7 점 척도)의 평균 값
1. 나는 지도교수와 좋은 전문적(professional) 관계를 맺고 있다
2. 나의 지도교수가 제공하는 조언은 내 연구의 진척에 도움이
된다.
3. 나의 지도교수는 내가 연구 주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4. 나의 지도교수는 나의 연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다.
5. 나의 지도교수는 나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6. 나의 학업 및 연구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7. 지도교수와 연구 협력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

구분

동료
관계

전공
문화

교육
과정

변수명

설문 문항

지도교수
상호작용

8. 나의 지도교수는 내게 연구의 자율성을 준다.
9. 나의 지도교수는 나에게 충분한 진로 조언을 제공한다.
10. 나의 지도교수는 내가 학문커뮤니티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예: 다른 연구자들과의 미팅 또는 연구협력과정을
통해 소개해줌)

동료
상호작용

다음의 설문 문항(7 점 척도)의 평균 값
1. 동기/선후배로부터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전공의 대학원생
규모가 충분하다
2. 선배 대학원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3. 나의 선후배 및 동기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자율적
문화

다음의 설문 문항(7 점 척도)의 평균 값
1. 학생들은 교수에게 거리낌없이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다.
2.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신청을
한다.

경쟁적
문화

다음의 설문 문항(7 점 척도)의 평균 값
1. 학생들은 학과에서 제공하는 자원(resource)을 위해 서로
경쟁한다. (예: 장학금)
2. 소수의 학생에게 지원과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학술
활동강조

1. 우리 전공은 학생들의 국내 학술지 게재 성과를 강조한다.
(7 점 척도)

국제학술
활동강조

1. 우리 전공은 학생들의 해외 학술지 게재 성과를 강조한다.
(7 점 척도)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다음의 설문 문항(7 점 척도)의 평균 값
1. 나의 전공 프로그램은 유용한 연구방법론 수업을 제공한다.
2. 나의 전공 프로그램은 타 전공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학제
간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3. 나의 전공 프로그램은 깊이 있는 이론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유용한 과목들을 제공한다.
4. 나의 전공 프로그램은 학문적 글쓰기 기술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5. 나의 전공 프로그램은 토론과 발표에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하다.
6. 나의 전공프로그램은 글로벌 소통 기술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7. 나의 전공프로그램은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8. 나의 전공프로그램은 박사과정 학생들의 ‘교수 (teaching)’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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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설문 문항

대학과
기관의
지원

대학기관
만족도

다음의 설문 문항(7 점 척도)의 평균 값
1. 지도교수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받는 인건비 규모에
만족한다.
2. 학업과 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에 만족한다.
3.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시설 및 서비스에 만족한다.
4. 학과의 행정 지원이 나의 학습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박사
연차

박사
연차

귀하는 현재 박사과정 몇 년차입니까?
(석∙박 통합과정일 경우 3 년차부터 박사과정 1 년차로 표기)
1) 1 년
2) 2 년
3) 3 년
4) 4 년
5) 5 년
6) 6 년 이상

장학금

장학금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장학금 명칭 2. 장학금 종류

성별

개인
특성

학문
계열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결혼여부

귀하의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해주십시오.
1) 미혼
2) 기혼
3) 기타

본교출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기관이 현재 대학과 동일합니까?
1) 예
2) 아니오
전공계열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인문학
2) 사회과학
3) 공과계열
4) 자연계열
5) 치의학 계열
6) 예술/체육
7) 교육
8) 경영
9) 건축
10) 컴퓨터공학
11) 기타
전공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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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ademic socialization and
Competence of Doctoral students
Kim SeungJung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s of Research Universities have functioned as a
center of research and innovation as an important knowledge producer of
national development in current knowledge based society. Moreover, the
graduate school’s importance has been emphasized due to its role as a
cradle to cultivate excellent researchers and next generation of scholars.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Ph.D. students due to the expansion
of global higher education calls for attention to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doctoral education. Doctoral education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graduate school system, program, interaction
between supervisor and colleagues, culture and environment. Academic
socialization has been widely used as a concept to explain various factors
of the doctoral education. In the context of academic socialization, the
novice researcher in graduate schools acquire and internalize the necessary
knowledge, skills, values and norms as a process of preparing to be
researchers or professors during the course of their study in graduate
school. It relates with interaction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individual efforts, systems, and program. Therefore, the concept of academic
socialization is useful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raining 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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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
In addition, the academic society has different intrinsic attributes of value
and knowledge in academic disciplines, and academic disciplines have
developed different culture, behavior style and norms among various
disciplinary field. They are also reflected in the doctoral education and
training process, which also affects the academic socialization of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cademic socialization
of Ph.D. students according to the academic disciplines which consist of
four fields: soft, hard, pure, and applied. And this study empirically reveal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al students’ competencies of advisorstudents interaction, peer interaction, the graduate school culture. This study
utilized questionnaire which was developed in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project for Asia Flagship Universities collected in
2015 and analyzed the responses of 449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one way ANOVA, LSDV estim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doctoral program and interaction with advisors
are mainly related to research activities. Students’ perceived that their
doctoral programs were useful in developing theory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 the field of specialization, and the degree of program
satisfaction with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eaching methods is relatively
low. The level of the doctoral degree qualification, achievement, and the
interaction with the advisor differ depending on the academic discipline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er interaction and graduate school
culture by discipline, and there are no differences according to students’
year of study. As for the differences among the disciplines, the doctoral
course in the soft science field takes individual instruction course for each
semester as an essential subject, and the interaction with the supervisor is
relatively active compared with the hard science.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academic writing, discussion, and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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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is relatively high. Doctoral dissertation and publication in
domestic journals are perceived as important factors as educational
achievements. On the other hand, in hard science the research and learning
environment in the laboratory increases accessibility with the supervisor
and promotes interaction with colleagues. However, although the level of
accessibility is higher, students' in hard disciplines’ perception of interaction
with their supervisor is lower than that of soft science.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where international scholarly journals are mandated as
doctoral dissertations with an emphasis on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research.
Second, students in all disciplinary field commonly perceived that their
competency is highest in areas related to research activity, and lowest in
creativity and teaching activity. The differences among disciplinary field
were found in competency related to collaboration. Students in soft
discipline perceived that their collaborative competency is lower compared
to students in pure and hard discipline. Moreover, in terms of difference in
years of study, students in 3-4 years perceived their competency in critical
thinking skill and project management skill.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ocialization and competency is
as follows: research competence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interaction with peer interaction. Competence related to creativity and
teaching skills are related to the interaction with advisor and education
program. Competence related to cooperation skills have meaningful relation
with peer interaction. When LSDV is estimated by controlling the academic
field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competence is determined by
advisor-students interactions, the peer interaction, the competitive graduate
school culture, the educational programs and whether students are recipient
of scholarships. An autonomous, competitive culture, educational programs
are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on students’ research competency. As
for creativity and teaching skills, and collaborative competenci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dvisor interactions, 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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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In terms of academic disciplines,
students' competencies in soft science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ir advisor interac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while their
competencies in hard science show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eer
interaction and autonomous and competitive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he competence of the doctoral students
is related to the interaction with the advisor and the peer, and the
autonomous competitive culture. 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s of academic socializat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academic discipline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doctoral students, the
quality of interaction among members in academic community should be
improved. This study shows that interaction with supervisor influences
students’ competencies. Therefore,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and policy
efforts, the interaction with the supervisor should be promoted not only in
the formation of personal bond and trust, but also in students’ career
guid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consider characteristics
of academic socialization according to academic fields. For exam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program to
increase commonly available collaborative competencies in soft academic
field. The hard fields should improve a quality of interaction with
supervisor in various aspects because the accessibility with the advisor is
high but the awareness of the interaction is found to be low. Therefore,
doctoral education system and policy should be prepared so as to enhance
competence in harmony with the students’ expectations and values of
academic world by academic field. Third,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program appears to be an important factor common to all the competencies
of the doctoral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program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needs of the
educational field. Fourth, doctoral students learn through activ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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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etworks among experts, supervisors, and students rather than
cognitive and passive knowledge acquisition. So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such as internship programs
of inter-academic learning communities, small group programs including
students, postdoctoral researchers, and professors.
This study has its importance since it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ocialization and the competence of
doctoral students. It is also important to show the significance of the
academic field by showing how the academic field affects the competence
of the doctoral students. Based on these studies, further research will
include analysis of effective interactions with advisor and peer, qualitative
research on the internalization process of academic socialization, and
specific research on differentiated doctoral course support according to
academic fields.

Keywords : academic socialization, discipline, adviso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graduate school culture, doctoral
program, research competence, creativity and teaching
competence, collaborative competence
Student Number : 2012-30365

- 1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