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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융합적 전공이 처해 있는 조직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조직맥락이 실제 융합적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과

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대학은 이에 대한 여러 대응의 하

나로 적응성 높은 융합적 전공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융합적 전공이라는

새로운 교육단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학습과정이 나타나고 있는지

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양

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적 전공의 학사조직은 일반적인 학사조직에 비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둘째, 융합적 전공의 학사조직적 특징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과정은

일반 학사조직 소속 학생들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가?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세 개의 연

합전공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의 조

직맥락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Terenzini &

Reason(2014)의 틀을 일부 수정하여 연구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

구는 크게 문헌연구방법과 반구조화 면담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

는데, 구체적으로 연합전공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와 학생 11명, 교수 및

교직원 6명 등 총 17명에 대한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활

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적 전공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조직은 구조적으로 높은

복잡화, 낮은 공식화, 높은 집권화 수준을 보이는 조직이다. 기존 학과에

비해 더 많은 전공의 교수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직보다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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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가 주임교수에게 집중되

어 있다는 점에서 집권화 수준이 높다. 또한 조직의 설치 및 폐지를 유

연하기 하기 위해 낮은 공식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둘째, 대학조직의 분권화 수준, 학과별로 다른 전공 이수 정책, 기존

전공 교과목들 간의 낮은 연계성 등은 교수의 융합적 전공에 대한 참여

수준 및 학생들의 융합적 전공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

히 낮은 공식성과 본부 차원의 낮은 지원 수준으로 인하여 전공마다 상

이한 주관학과의 지원, 자체개설 교과목 개설, 비전임 교원 활용 수준 등

의 교육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셋째, 서울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하는 경

향이 높으며, 특히 학과주의적 문화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

하여 연합전공 자체 교수가 임용되기 어렵고, 연합전공의 운영도 학과

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연합전공이 여러 단과대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다는 점에서 연합전공에 대한 원활한 자원 공급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넷째, 자체 교수가 부재한 연합전공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기존 학과

에서 다루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학생들이 유입되며

교육과정의 변경이 용이한 조건이 형성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수들이

해당 전공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제대로 발현되기는 어렵다.

다섯째, 학생들은 연합전공에서 넓고 얕은 교육과정을 경험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참여 교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존 학과로부터 수 개의 교과

목을 “제공”받는다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자체개설 교과목이 풍부하게 개설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전공 과목들 간의 낮은 연계성은 학생들의 심화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함과 동시에 진입 당시에 발생한 수준차를 극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은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학생들로 하여

금 해당 전공의 목적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한다.

여섯째,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의 수업 수강과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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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넓히고 관심사를 확장한다.

특히 자체개설 교과목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팀 중심의 수업이 많을수

록 학생들 간의 교류 수준이 높아진다. 반대의 경우에는, 같은 전공을 학

습하는 학생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는 학습에 어려

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

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융합적 전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교육과정 설계의

측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교육과정

의 측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전공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수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융합적 전공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체계적

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지양하고, 주임교수의

집권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수의 헌신적인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방안은 해당 대학의 목적성과 부합할 때 지속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

다.

셋째, 융합적 전공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정 단위가 필요하다. 이

러한 조정 단위는 융합적 전공의 강점인 적응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원의 확보 및 사회의 수요 반영을 위한 사회

와의 연계, 기존 학과 단위 및 본부와의 연계, 학생과의 연계, 운영 교수

진과 강사들 간의 연계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단위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조정 단위는 각 융합적 전공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

는 등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학내 구성원들 간에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융합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맥

락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그런 점에서 학교 수준

의 공론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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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비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정책은 지속

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차원의 융합적 전공과 관련된 각종 정책은 더 신

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융합적 전공은 조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질

의 교육을 보장하기 어려운 교육단위이다. 특히 각 대학의 맥락에 의존

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교육단위에서의 교육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 보장의 관점에서 융합적 전공 단위만을 이수하고 졸

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법적‧제도적 시도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학사조직, 학과제, 융합적 전공, 융합 교육, 대학생 학습과정

학 번 : 2019-2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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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전후를 시작으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

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식 중심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으

로서의 대학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교육

이 대중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대졸자 취업률이 낮아지고,

대학과 산업 간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중앙일

보, 2014). 이에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교양교육의 개선, 전공교육의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과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융합에 대한 요구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

부와 사회의 융합에 대한 요구는 융복합 교육이 분과 중심의 교육에 비

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교육부, 2013).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계획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융복합 교육이 결국 더 질 높은 인재를 양성

하며, 이러한 인재들이 결국 직업 시장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

게 될 것이라는 논리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교육부, 2015b; 2015c;

2015d). 대학 내 융합 교과목에서부터 융합(연계)전공, 융합학과 등의 융

합적 전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다.

융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에 따른 융합교육의 확산은 해외에서

도 나타나는 흐름이다. 이미 1970년대에 OECD(1972)는 융합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초중등 수준에서 STEM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단일 교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

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대학 수준에서는 1970년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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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흐름이 지역학 및 여성학 연구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는

데, Brint et al. (2009)은 연구를 통해 197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 내

학부 수준 융합 전공(interdisciplinary major)이 250% 증가하였다고 분

석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이공계열에서의 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NSF, 2006).

대학 수준에서 융합은 주로 두 개 이상 학문의 연합으로 나타나며,

두 개 이상의 학문이 융합 혹은 결합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지

식의 분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 분야가 대학 내에 자리 잡게

될 때는 주로 관료적 구조(bureaucratic structure)보다는 프로그램적 구

조(programmatic structure)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

려져 있다(Gumport & Sydman, 2002). 이는 새로운 학과 설치가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적 전공은 학과보다는

학위 과정 등의 프로그램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체 교수

를 임용하기보다는 한 개의 주관학과를 중심으로 여러 학과의 교수들이

모여 전공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대학의 기본 교육단위로서의 학과 간 협력으로 융합적 교육과

정을 운영한다고 할 때, 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문 분야(discipline)와 기관(institution)의 조직 융합으로서의 학과의 특

성 때문이다(Clark, 1986). Clark(1986)에 따르면, 학과는 교수진의 헤게

모니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관료적 구조의 주된 운영상 요소이며, 중앙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성 및 권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Blau, 1973). 즉, 학과는 특정 학문 분야의 영향력을 대변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 내에서는 학과의 형태로 일정 범위의 학문의 자율성과 특정

분야에 대한 해당 학과의 권위를 보존하고자 하며, 이러한 특성이 실질

적으로 경계를 초월하는 결합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

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학과 간 협력의 어려움은 언론에서 학과 이기주

의, 학과 칸막이 등으로 언급되어 온 바 있다(연합뉴스, 2015; 한겨례,

2019; 중앙일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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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학과 간 연합으로 만들어진 단위는 학과와

다른 조직 특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며, Lattuca & Stark(2009)에 따르

면 이러한 새로운 조직맥락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학과와 다른 교육과정

을 비롯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에 학과가 학

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반면에(Gumport,

2007; Weidman, 1989) 융합적 단위가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융합적 전공은 기존의 학과

수준의 전공과는 다른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다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지식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인하여 고급

지식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대학과 사회의 조응이 중요해질 것이

다. 특히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교육에 대한 유인 감소로 인

해 대학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 시

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입학 시 학과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체

제에서 벗어나, 융합적인 전공만을 이수해도 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학의 적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대학 현장에서 두 개 이상의

학과를 결합한 단위가 제공하는 융합교육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며 융합교육의 실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전공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융합적 전공

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조직맥락은 어떠하며 이러한 맥락이 학생들의

융합적 전공 내 경험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

해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학습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온 Terenzini

& Reason(2014)는 이러한 조직맥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학습

및 학업 지속에 대한 영향 요소들을 종합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내부적인 조직구조, 프로그램, 문화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모형의 틀을 활용하여 해당 대학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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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맥락을 분석하고 이러한 맥락이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자는 대학 내 융합적 전공교육의 개선 방향 및 국가 수준의 융합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을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적

특성이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을 이해하고 이러한 맥락이 학생

들의 융합적 전공 이수 중 경험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순차

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융합적 전공의 학사조직은 일반적인 학사조직에 비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가?

Knight et al.(201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융합적 교육의 특성이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조직 특성 및 커리큘럼 특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과 관련하여 대학 내부의

구조적 특성, 유관 전공 및 다전공 정책 특성, 교수 문화 특성 등을 포함

하는 조직맥락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각각의 요소와 관련한 내부 정책

및 구체적인 실천을 파악함으로써 융합전공의 조직맥락에 대한 깊이 있

고 맥락적인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융합적 전공의 학사조직적 특징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은 일반 학사조직 소속 학생들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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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uca & Stark(2009)에 따르면, 조직맥락의 차이는 커리큘럼과 관

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과정 및 결과에

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타당한 논리이나, 지금까지의 고등교육 연구는

조직 이론에 대한 연구와 대학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

향이 짙다(Berger & Milem, 2000). 즉, 대학 내 거버넌스를 비롯한 관리

측면에 대한 연구와 학생들의 대학 내에서의 경험에 따른 변화 혹은 성

과에 대한 연구는 각각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대학의 조직맥

락이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습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수업 밖 경

험, 교육과정 경험, 수업 내 경험의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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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대학 효과와 학사조직

1. 대학 효과 연구의 전개와 한계

교육이 학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은 교육 현상과 관련

된 연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교육은 학생 혹은 학습자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의도한 변화가 학생에게서 발생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핵심적이며, 책무성의 관점에서도 주된 관심

사가 된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고등교육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향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다소 일반화된 교

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교육에 비해 대학교육 내에서 학생들은 각기 다

른 교육과정을 경험하며,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관계에 더욱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대학 재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변화를 대학의 영향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대

학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세

유형으로 개념화되어 왔다(이병식 외, 2012).

● 대학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대학 이외의 영향을 제외한 순

수효과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다른 유형의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 (대학 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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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에서 개별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특성 비교 (대

학 내 효과)

그중에서도 뒤의 두 개념이 실증연구에서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대학

효과 연구를 위해 자주 활용되고 있다. 대학 내 효과(in-college impact)

는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의 경험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적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개인들의 대학 내 경험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대학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대학 간

효과(between-college impact)는 대학의 조직 특성의 차이에 초점을 두

고 대학 간 서로 다른 조건이 학생들의 교육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

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초점 상 차이가 있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 학생들의 전공, 정규 및 비정

규 교육과정, 또래 및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활동 참여, 다양한

인종과의 접촉기회 등이 초래하는 학생들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Denson & Chang, 2009; Endo & Harpel, 1982; Lambert, Terenzini &

Lattuca, 2007), 후자는 대학의 명성, 선별성, 규모, 설립 목표, 인종구성

등 대학의 구조적 특성이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 및 가치관에 미치는 영

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Kim & Conrad, 2006). 그러나 전자는 지나치게

미시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협소한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Pascarella

& Terenzini, 2005, p. 630), 후자는 경우 주로 대학의 구조적 특성(e.g.

설립 유형, 설립 목표, 규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용, 입학 경쟁률

등)에만 의존하여 연구되었고, 학생들의 성장 혹은 변화를 일관되게 설

명해 주지 못해(Pascarella & Terenzini, 2005, p. 29) 결과적으로 학생들

의 실제적인 경험과도 지나치게 유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

었다.

그중 Pascarella & Terenzini(1991; 2005)는 대학 내 효과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온 대학의 영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 첫 번째 접근은 학생의 변화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다. 이 접근에서는 학생 발달(student development)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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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Chickering 1969; Bowen,

1977; Pace, 1979). 두 번째 접근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학생을 둘러싸

고 있는 환경 혹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적(interindividual) 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학생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이 접근은 대학 효

과(college impact) 연구로 통칭되여 왔으며, 인지·심리사회·경제를 포함

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어 왔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루어

져 왔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사회학적 맥락에서 대학 효과 이론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안나, 2011). 그러나 대학교육의 성과는 결국 개인

의 심리적 특성과 대학의 환경적 특성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다는 점에서 이러한 두 관점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대학

효과와 관련된 모형들은 주로 학생들의 입학 전 특성, 대학 기관의 구조

적 특성, 조직 환경, 대학 교수진 및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화 작용, 학생들의 학업 및 사회적 통합 수준 등의 변수군

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p. 62). 대표적

인 모형으로는 Astin(1993), Tinto(1975), Pascarella(1985),

Weidman(1989), Berger & Milem(2000) 등의 모형이 있다.

이러한 모형들은 대학 효과 연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동시에 한계

가 있다. Terenzini & Reason(2014)에 따르면, 초기의 일부 연구(e.g.

Astin, 1993; Pascarella, 1985)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대학 효과가 발

생하는 과정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며, 일부 모형은 학생의 학습과정

전체라기보다는 일부에만 초점을 두어 전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e.g.

Tinto의 학업중단모형, 1975). 그 이외에도 기관의 조직 측면이나 학생들

의 경험을 다루는 일부 모형이 존재하나(e.g. Weidman, 1989; Berger &

Milem; 2000) 여전히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함의를 주기에는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Berger & Milem(2000)의 조직 모델은 기관의

조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결과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더 명시적이

고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된 모델은 모두 특정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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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 조작 가능하며, 학생들이 해당 대학 캠퍼스에서 경험하는 것

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의 내부적이고 운영적인 특징들의 식별을 시도

하지 않는다(Terenzini & Reason, 2014). 그러나 Pascarella &

Terenzini(2005)에 따르면 기관의 내부적 특성 및 운영과 관련된 측면들

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집계된 특성들(e.g. 규모, 기관 유형, 미션

등)에 비하여 학생들의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내부 조직

기능에는 기관 구조, 교육과정 구성 및 요건, 과정 규모 관련 정책, 입문

과정의 교수자 특성, 교수진 모집 및 보상 기준 및 정책, 제공되는 서비

스 및 전공의 유형, 예산 및 직원 배치 등이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이 잠

재적으로 학생들의 대학 경험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erenzini & Reason,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자 시도한 Terenzini & Reason(2014)의 모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

다. 해당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1-1] 학생 학습 및 지속에 대한 영향의 종합 모형(Terenzini & Reason, 2014)

본 모형은 학생들의 입학 전 특성 및 경험은 개인이 대학 내에서 관여

하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교과, 교실 내, 교실 밖 경험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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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들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Reason,

Terenzini, & Domingo, 2007). 특히 이 모형에서는 조직 내부 구조, 학업

및 공통 교과 전공, 교수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조직맥락 및 동

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전 연구에서는 조직 요소가

다루어지지 않거나 대학 규모, 미션, 선별성 등의 대학 간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기관 특성만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학생들의 실제 경험으로부터

지나치게 유리되어 있다(Reason et al., 2007). 또한 Kuh et al.(2005)은

기관 수준의 정책 및 실천이 학생들의 관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궁극적으로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본 모형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학 내부의 조직 특성이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2. 대학의 조직 특성

대학의 조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erenzini & Reason(2014)에서 강조하고 있는 조직의 두 가

지 측면, 즉,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의 측면에 집중하여 대학의 조직 특성

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가. 조직구조

조직구조가 학생들의 학업 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Kuh et al,

2005), 조직구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조직구조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화가 이루어져 왔다(Fry, 1982;

Scott & Davis, 2015; Duncan, 1979; Blau, 1970).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대체로 복잡화(complexity), 공식화(formalization), 집권화(centralization)

의 세 가지 변수를 조직구조의 공통적인 측정지표로 사용하고 있다(주효

진, 2004; 류병곤, 류은영, 2012). 이에 본 장에서도 조직구조의 세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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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잡화

과거 다수의 연구에서 조직의 규모를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으로 보았다(Porter & Lawler, 1965; Prien & Ronan, 1971). 그

러나 같은 규모의 조직이더라도 복잡성 수준에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

다는 점에서 규모와 복잡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Hall et al., 1967). 이

에 복잡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

져 왔다. Hage & Aiken(1967)은 조직의 복잡성을 전문직 및 전문적 활

동의 수, 종업원의 전문적 훈련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조직

내에 존재하는 분화 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Hall et

al.(1967)는 복잡성의 개념을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더욱 구체화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일반적 분업, 구체적 분업, 계층적 분화, 공간의 분산으로

나누고 세부적인 측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Tolbert & Hall(2009)은

복잡성의 개념을 (1) 수평적 복잡성, (2) 수직적 복잡성, (3) 공간적 복잡

성 혹은 지리적 분산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는데 아래에서는

Tolbert & Hall(2009)의 구분을 중심으로 조직구조의 복잡성 개념을 구

조화하였다.

먼저, 수평적 복잡성은 해당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일이 여러 직무 및

집단으로 분화되어 있는 방식을 뜻한다. Hage(1965)는 이러한 복잡성은

구성원들의 기술 및 지식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조직에 포함되

어 있는 직업적 전문성의 수 및 각각을 위해 요구되는 훈련 기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해당 조직 구성원의 직업의 종류가 다양할

수록, 훈련 기간이 길수록 더 복잡한 조직인 것이다.

수직적 복잡성은 의사결정 과업 및 감독 책임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

즉, 해당 조직 내 권한이 위계적으로 얼마나 넓은 범위에 나누어져 있는

지를 뜻한다. Pugh et al.(1968)는 수직적 복잡성을 최고 경영자와 최종

산출을 위해 일하는 직원 사이에 존재하는 직책의 개수로 측정하고자 하

였는데, 복잡성의 수직적 측면은 집권화 측면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추후

에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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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복잡성 혹은 지리적 분산(geographical dispersion)은 각 조직이

서로 다른 물리적 장소에 존재하는 정도를 뜻한다. 공간적 복잡성 내에

도 수평과 수직의 차원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활동이 서로 다른 지리

적 위치에서 일어나는 경우(수평적 복잡성)와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집

단이 서로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수직적 복잡성)로 각각 이해된다

(Hall, 1963). 공간적 복잡성은 해당 조직이 사무실 혹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장소의 수로 측정될 수 있다.

복잡성이 증가할 경우, 이는 종종 더 높은 효율성을 낳는다. 각각의 구

성원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신뢰도, 질, 속도가 보장되도록 자신의 일

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전문가가 존재하는 집단의 경우, 집단

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더 혁신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Tolbert & Hall, 2009). 그러나 더 높은 복잡성은 종종 하위 단위

혹은 전문가 통제와 같은 조정상의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높은 수준의

전문화는 작업에 대한 소통 및 조정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Tolbert & Hall, 2009). 이는 더 나아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나

(Lawrence & Lorsch, 1969: Tolbert & Hall, 2009 재인용) 잘 관리되었

을 경우 오히려 더 높은 혁신성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복잡성, 공간적 복잡성, 수직적 복잡성을 종합하

여 복잡성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합전공의 구조

의 복잡성을 ‘학부 연합전공을 구성하는 하위 단위 수와 교수진의 개인

적 전문화 정도 및 공간적 분산 정도’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연

합전공에 참여하는 단과대 및 학과의 수, 참여 교수 현황 등을 활용하였

다.

2) 공식화

조직구조의 공식화란 조직의 구조 및 업무의 절차가 얼마나 성문화·표

준화되어 있는지를 뜻한다(Rainey, 1997). 이는 조직 내의 업무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 얼마나 표준화된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 해당 규칙 및 절차가 얼마나 문서화되어 있는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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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공식적 문서 및 계통을 통해 상하 간

보고체계 및 부서 간 의사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등을 통해 측정된

다. Hage(1965)에 따르면, 공식화 혹은 표준화는 성문화된 직업의 비율

과 작업을 정의하는 규칙 내에서 허용되는 변동 범위로 측정될 수 있다.

즉, 성문화된 직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변동의 범위가 좁을수록

해당 조직은 더 공식화되어 있다.

관료제의 병폐와 관련하여 공식화 혹은 문서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

한 비판도 많으나, 공식화는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동 및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공식화 정도가 높으면 새로운 구성원을

적응시키는 데에도 더 효율적이며, 조직 구성원 처우의 형평성을 어느정

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높은 공식화 수준은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효율적 대응을 방해하며, 혁신적인 해결을 저해한다

(Hage & Aiken, 1967). 또한 공식화가 점차 강화되는 전문화 경향에 역

행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Tolbert & Hall(2009)은 공식화와 전문화 모두

결국 문제의 해결에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합전공의 공식화 수준을 ‘조직의 구조, 업무 절차의

성문화 정도 및 시행 정도’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직과 관련

된 구성원 권한 및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는 학칙, 전공 규칙 등을 활용

하였다.

3) 집권화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된 정도를 뜻한다(민진, 2012). 집권화

혹은 집중화는 분권화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집권화가 의사결정권이 상

부에 몰려있는 수준을 뜻하는 것에 비하여 분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하

부에 이양되어 있는 정도를 설명한다(강영걸, 2011). Hage(1980)는 집권

화 혹은 중앙화를 “조직 내 그룹 수 대비 그룹별 전략적 의사결정 참여

수준 및 다양성”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를 해당 직업 혹은 직장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 및 그들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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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수로 측정하였다(Hage, 1965). 즉, 참여하는 직업(직군)의 비율

및 의사결정 영역이 적을수록 해당 조직은 더 집권화되어 있다. 특히 강

경석, 이봉우(1998)는 학교조직을 대상으로 전문화, 조직구조 특성, 조직

효과성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집권화를 ‘권력의 분배’로 정

의하고 상급자에 대한 권한의 집중 정도, 학교장의 최종 결정권, 상급자

의 지시와 권위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집권화 수준이 높으면 의사결정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다른 한편으로 실제로 실행이 이루어지는 하위 단위에서 확보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낮은 질의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Stevenson, 1990: Tolbert & Hall, 2009에서 재인용).

또한 높은 수준의 집권화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불신을 전제한다는 점

에서 개인의 조직몰입이나 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ckman & Oldham, 1976).

본 연구에서는 연합전공의 집권화 정도를 ‘구성원 의견의 의사결정 반

영 정도’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 상

급자의 영향력 수준 등을 포함하였다.

4) 조직구조 특성 간 상호작용

위의 세 가지 측면은 꼭 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측면 간의 일정

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복

잡성이 증가할수록 형식성이 증가한다(Pugh et al., 1968). 다른 한편으

로, 복잡성 수준은 집권화 수준과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Pugh et al., 1968). 또한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인력일 경우, 높은 수

준의 형식성이 낮은 수준의 집중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발견하기도 하였

다(Blau, 1970; Hage & Aiken, 1967).

나. 조직 문화

Kuh & Whitt(1988)는 고등교육 내의 문화를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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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며 사건 및 조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틀을 제공하

는 규범, 가치, 실천, 신념, 가정들의 집합적이고 상호 형성적인 패턴들”

로 규정하였으며, 현실에 대한 개인의 이해는 개인의 문화의 표현에 대

한 실행 또는 해석의 과정에서 형성된다(Weick, 1979). 대학조직의 문화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조직 문화,

학과 조직문화, 교수 문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학조직의 문화

대학조직은 여러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조직이나 공조직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대학의 독특한 조직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으로 Birnbaum(1991)은 대학조직 문화를 동료

성(collegium), 정치적 체계(political system), 조직화된 무정부(organized

anarchy), 관료제(bureaucracy) 중 하나의 모습을 띤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이 가운데 특히 동료성(collegium) 및 조직화된 무정부적 특성은 여

타 경영 조직에서 드러나는 특성과 다른 것으로, 고등교육 조직의 합의

중심적인 환경과 덜 합리적이고, 덜 조직화 되어 있으며, 덜 분명한 구조

적 특징을 강조한다(Birnbaum, 1991). Bergquist(1992)는 고등교육 조직

문화를 동료적(collegial), 관리적(managerial), 발달적(developmental), 협

상적(negotiating) 문화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문화가 해

당 기관의 이미지, 전통, 특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으로, 각 대학조직에서 발현되는 실제 조직 문화는 대학 규모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특히 Lodahl & Gordon(1973)은 학문 분

야의 특성보다 해당 기관의 명성, 즉, 연구중심대학 등의 타이틀이 문화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조직은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loosely coupled structure)으로

서의 특징을 가진다(Weick, 1991). 이는 단단히 결합된 조직(tightly

coupled structure)이 엄격한 분업을 바탕으로 중앙화되고, 분화되지 않

으며(non differentiated), 강력하게 조정되는(highly coordinated) 특성을

보이는 것과 대비되며(Kazar, 2011), 조직화된 무정부(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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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y)로 개념화되기도 하였다. 조직화된 무정부는 본질적으로 모호한

목표, 불분명한 기술, 유동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며(Cohen & March,

1974),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하며, 비선형적인 특성이 있다(Birnbaum,

1991). Walvoord et al.(2000)은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학계의 가치, 학문, 학과의 과업, 중복되는 교수 네트워크, 자체적인 구성

원 및 학과장 선정, 자체 수입 등의 요소를 꼽았다.

그중에서도 대학 본부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조직인 ‘학과’는 대학

의 기본 운영단위로 기능한다. 학과는 총장, 학장, 이사회 등으로부터 권

한을 위임받아 학과 자체의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위이

다. 또한 학과는 교수의 임용 및 승진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행정이 이

루어지는 단위로(McHenry, 1977), 학과에서는 교수 채용 및 승진과 관련

하여 연구에 특화된 사람을 뽑고, 전문화된 연구에 대해 포상하는 경향

이 있다(McHenry, 1977). 이러한 학과들의 집합인 단과대학은 유사 계열

의 학과들을 포함하는 더 큰 행정단위로 예산편성의 주요 단위로서 기능

한다(최경미, 2005).

융합적 전공 혹은 학과는 일반적인 학과와는 다소 다른 조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로, 융합적 전공은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McHenry, 1977).

Augsburg & Henry(2009)에 따르면 학부 수준의 융합적 전공은 (1) 예

산 삭감 (2) 교수 자원 결여 (3) 인원수 제한 폐지 (4) 상위 수준으로의

통합 등의 요인에 의하여 무력화되어 왔다. 교수진과 관련하여, 학부 수

준의 융합적 교육을 위해서는 기존의 분과적 지식에 약간의 훈련만 있으

면 누구든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Augsburg & Henry, 2009)

독자적인 채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렇듯 융합적인 학부 수준의 전공은 일반적으로 학과가 아닌 자금

이 부족하거나 유목적인 전공이나 기관에 수용되는 경향이 짙으며

(Leitch & Nicholas, 2005: Augsberg & Henry, 2009에서 재인용) 여전

히 일반적인 학과가 권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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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문화

대학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교수들은 정년을 보장받은 후 퇴직 때까지

해당 조직에 머무른다(Kazar, 2011). 심지어는 비전임 교원도 한 대학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nkelstein et al.,

1999). 그렇기 때문에 총장 등 관리자의 임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는

점이 대학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동안 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라는 세 역할

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교수는 생애주기직업 경험, 직급,

학문 분야 등의 영향으로 특정 영역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hin, 2011) 교수 개인 차원에서는 연구 활동에 대한 선

호가 존재한다(최혜림, 2013). 이러한 교수들이 만들어내고 경험하는 문

화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Umbach, 2007).

교수는 분과 학문적 맥락과 제도적 연합으로 구성된 조직구조에 둘러

싸여 있다(Clark, 1986). 이러한 독특하고 분절된 분과 및 기관적 특성은

교육에 있어 서로 다른 목표 및 가치관 체계를 만들어낸다. 이와 관련하

여 Clark(1980)을 중심으로 교수로서의 일, 태도, 신념에 있어서의 차이

를 탐구하고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e.g. Becher, 1981,

Feldman & Paulsen, 1999).

특히 Austin(1990)은 교수 문화를 교수의 교수로서의 문화

(professional culture), 분과적 문화(disciplinary culture), 기관 문화

(institutional culture)로 구분하였다. Umbach(2007)는 이러한 문화가 교

수가 학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가르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곧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각각의 교수 문화의

차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교수 집단은 교수로서의 문화에 속해있다. 교수들은 일반적으

로 지식을 발전시키고, 질문에 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 이

러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추구한다(Bowen & Schuster, 1986). 특히

대학이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대학이 교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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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이라는 이해가 공유되며, 교수들은 교육으로부터 발생하는 만족

감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slie, 2002).

둘째로, 교수는 학문 분야의 문화에 속해있다. 같은 분야의 교수들은

유사한 행동 강령, 가치관 및 지적 취향을 공유한다(Becher, 1981, p.

109). 많은 경우, 교수들의 문화적 특성은 소속 기관 특성보다 학문 분야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Blau, 1973). 각 분야

의 학문적 특성은 구체적으로 해당 학문 문화의 가치, 믿음, 태도 등을

통해 드러나며, 이에 대한 분류는 Biglan(1973), Becher(1987) 등을 통해

경성-순수학문(hard-pure discipline)과 연성-순수 학문(soft-pure

discipline), 경성-응용 학문(hard-applied discipline)과 연성-응용학문

(soft-applied discipline)의 분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분류에 따

라 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수업 계획 측면에서 연성학문 분야의 교수진은 경성 학문의 교수진

보다 학생의 필요, 성장 및 개발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Stark et

al., 1990). 또한 Smart & Ethington(1995)에 따르면, 연성학문 분야 교수

는 지식 습득과 지식 통합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경성학문 분야는 응

용 지식을 더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교수 집단은 소속 기관의 문화에 속해있다. 해당 기관의

교육 목표, 거버넌스 구조, 보상 구조, 규모, 위치, 물리적 환경 등은 해

당 기관의 교수 문화 및 교수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에 영향을 미친다(Austin, 1990; Clark, 1980). 특히 대학 유형은 특정한

문화를 창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중심대

학의 교수들의 경우 연구 및 자문을 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

향이 있으며, 대학 기관보다는 소속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Clark, 1980). 반면 J. Lee(2007)는 일반적으로 분과학문의 영

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기관이 명성 추구, 학생 중심, 동

료성(collegiality) 등을 포함하는 학과 문화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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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등교육과 융합교육

1. 융합교육의 개념과 실천

가. 융합교육의 요구와 필요성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후기대중화(Post-massified) 단계에 이른 것으로

분류된다. 이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생들이 대학

의 주요 행위자가 되고 이들의 대학에서의 경험과 관심이 무엇인지에 관

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n & Teichler, 2014).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 흐름과 맞물려 양질의 교육을

통해 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맞물려 발생

하였다. 특히 1995년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강조되어 온 기존 지식의

암기를 강조하는 교육현장의 실천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으며(에듀인

뉴스, 2019), 지식과 실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가 결합

된 역량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민정, 김수동, 2018).

이러한 흐름은 산업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됨에 따라 더욱 힘을 얻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빠른 발전으로 인한 사회 전

반의 변혁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한 사회와 차이가 있

다(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 2020).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에서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풍요 속 불안”으로 진단하고 그 불안감의 뿌

리를 일자리로 보고 있다. 특히 직업 이행의 직전 단계에 있는 고등교육

은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양성한 인재와 실제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는 기업과 학생의 불만에 따라(중앙일보, 2014) 교육부는 산업 인력 수요

예측에 근거하여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계획하는 등 사회적 수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교육부, 2015a).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단일 학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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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뛰어넘는 교육에 대한 요구는 기존에 지속되어온 경직된 학사구조

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학 내에서의 융합의 움직임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요구가 최근 국내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

미 1970년대에 OECD(1972)는 늘어나는 학제적 요구와 관련하여 학제적

활동의 기원을 과학의 발전, 학생의 요구, 전문적 훈련의 필요, 사회의

새로운 요구, 대학의 작동 및 행정 문제의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

였다. 대표적인 학제적 연구자인 Klein & Newell(1997)은 여기에 몇 가

지를 추가하여 오늘날 사회에서는 교양 교육, 전문적 훈련, 사회·경제·기

술적 문제의 해결, 사회·정치·인식론적 비판, 교원 개발, 재정 감소, 새로

운 지식의 생산 등의 측면에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Klein & Newell, 1997). 이러한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류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융합적 연구 및

융합적 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이이다.

이러한 외적인 동인 이외에도, 각 대학 자체적으로도 융합교육을 추진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먼저, 각종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

히 낮아져온 출생률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

을 충원하지 못하여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다(조선일

보, 2019).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특성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전략

으로써 융합적인 교육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대학의 움직임은 특히 대

학 재정지원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크게 확산되었다. 2010년 이후 교육부

를 중심으로 추진된 ACE 사업, CK 사업, PRIME 사업, CORE 사업 등

은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과 취업 시장 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노

력하는 대학 및 학과를 지원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현재 자체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등록

금 인상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할 유인이 충분하였다. 추가적으로, 사회의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이

수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는 다시 대학의 홍보에도 도움이 되

는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 대학이 이러한 구조를 재생산

하고자 하였다.



- 21 -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블랙박스로 생각되던 대학교육의 실상이 외부에 공개되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부실 운영에 반발하며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는

등(조선일보, 2020b) 학생들이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

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

또한 대학이 종종 융합교육으로 귀결되는 양질의 교육, 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할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융합교육의 개념과 분류

융합이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쳐지

거나 그렇게 만드는 일”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21). 실제로, 융합교

육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되는 전공교육은 두 개 이상의 학과를 결합한 교

육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융합은 학문, 예술, 산업을 아우르는 다

양한 분야에서 창의와 혁신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KIAT, 2010),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기존의 경직된 학

문 체계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

다는 문제의식하에 교육 분야에서의 융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

다(Klein & Newell, 1997).

국내에서 융합교육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먼저 통

합 교육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주로 쓰여온 용어로 제4차

교육과정부터 활용되어 왔다(김재복, 2007). 곽병선(1981)는 기존의 학문

혹은 지식의 체계에 따라 교육내용을 분리하여 조직하던 것에서 벗어나

교과 간의 울타리를 고려하지 않고 각 교과의 지식을 학생들의 흥미나

문제, 제재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통합 교육으로 보았다. 김재

복(2000)도 유사한 맥락에서 통합 교육을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들을 분리하는 경계를 없애고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교과가 사라지는 교육과정 조직의 접근법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기존의

의견을 종합한 이상갑(2001)은 통합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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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질 좋은 학습을 위하여 학습량을 적정량으로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학술적으로는 교육과

정 통합 방법과 관련하여 Fogarty(1991), Drake(1993) 등이 논의를 발전

시켜왔다.

융합교육은 초중등 및 고등 맥락 모두에서 활발하게 쓰인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2011년 이래로 교육과학기술부(현재 교육부)의 주도하에 융

합인재교육(STEAM)이라는 명칭으로 특히 활발하게 시도 및 연구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STEAM 교육은 미국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작된 STEM 교육에 예술적 요소를 포함시킨 것이다(김

진수, 2011). STEAM 교육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 등의 요

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흥미 및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2021). 더 나아가 백윤수 외(2011)는 우리나라의 실

정에 맞는 STEAM 교육의 방향으로 4C-STEAM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융합적인 교육은 필연적으로 학문 혹은 전공 간

의 결합의 형태를 보이며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융합교육

이라는 용어가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노출된 것과 달리, 이를 유형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논의가 깊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융합교육에 대한 학술

적인 논의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학제성(interdisciplinarioty) 개념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학제성(學際性)은 “학문상의 연구가 다른 학문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21). 학제 간

연구의 특징을 규명한 Aboelela et al.(2006)에 따르면, 학제 간 연구는

두 개 이상의 구별되는 학문의 학자들이 집단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여러 학문의 이론적 구조를 서로 연결하거나 통합한 결과로 나타나는 개

념적 모형에 기반하여 연구가 구성되며, 연구 설계 및 방법론의 측면에

서 여러 학문의 기술과 관점을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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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간 연구 및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제성의 유형을 분

류하고자 하는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OECD에서는 대학에서 이

루어지는 모든 교육과 연구를 학제성의 수준에 따라 단학문(discipline),

다학문(multidisciplinary), 다학문간(pluridisciplinary),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초학문(transdisciplinary)의 층위를 갖는 것으로 정리

하였다(OECD, 1972). 이를 표로 정리한 바는 아래 <표2-1>과 같다.

학제성 유형 교육

다학문 

(Multidisciplinary)
통합을 시도하지 않은 분과(discipline)의 연속적 제시

다학문간

(Pluridisciplinary)

주제에 대한 학문적 통찰에 대한 비교‧대조가 이루어지

지만 여전히 통합되지는 않음

교차학문간

(Cross-disciplinary)

하나의 학문이 다른 학문의 특징적인 주제 문제에 적용

되어, 새로운 통찰력을 얻지만 양쪽 학문의 통합은 되

지 않으며, 새롭지만 더 크지는 않은 관점을 제공

학제간

(Interdisciplinary)
학문의 통찰력이 더 크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통합

<표 2-1> OECD(1972)의 학제성 유형(Newell, 1990에서 재인용)

지식의 기본단위가 학문이며 이것을 고유의 교육, 훈련, 절차 방법론

및 내용 측면에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지식이라고 보았을 때,

다학문 접근은 명백한 연결성이 없는 두 학문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접

근을, 다학문간 접근은 대략적 관계가 있는 학문들이 비교와 대조의 과

정을 통해 함께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학문간 접근은 하나의 학

문이 다른 학문의 주제 혹은 문제에 적용되어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접근이다. 다만 학제간 접근이 학문의 통찰력이 더 크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통합되는 것에 비하여 교차학문 간 접근은 양쪽 학문의 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후 Klein(1990)은 학제성의 유형을 도구적 학제성(instrumental

interdisciplinarity), 인식론적 학제성(epistemological interdisciplin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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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학문성(transdisciplinary), 비판적 학제성(critical interdisciplinarity)으

로 구분하였으며, Rossini & Porter(1979) 등은 과정을 중심으로 학제적

연구를 위한 사회인지적 틀(framework)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는 김대현, 강이화(2010)가 학제성을 “기존의 하나의 학문으로는 풀 수

없는 혹은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 탐구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문

의 관점을 종합하거나 통합하고 나아가 학제적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과

연구의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학문간 통합 정도에 따라 다학문적 학제

성, 간학문적 학제성, 탈학문적 학제성, 완전학제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Larttuca(2001)는 기존의 학제성 개념에 대한 복잡한 논의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Lattuca(2001)는 융합교육 및 연

구를 수행한 주체들이 스스로 융합적이라고 말할 경우 이를 융합적인 것

으로 보았으며,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학제성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연구자 혹은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성격

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교육과 연구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아래 <표2-2>는 그중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

다.

학제성 유형 교육

정보적 학문성

(Informed Disciplinarity)
다른 학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교육

종합적 학제성

(Synthetic Interdisciplinarity)

여러 학문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통해 기

존 학문들을 연결하는 교육

탈학문성

(Transdisciplinarity)

모든 학문적 이론, 개념, 방법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학문들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교육

개념적 학제성

(Conceptual Interdisciplinarity)

개별 학문적 기초를 따르지 않고 학문적 지

식이나 방법론을 초월하고자 하는 교육

<표 2-2> Lattuca(2001)의 학제성 유형

Lattuca(2001)에 따르면, 정보적 학문성은 도구적 학문성과 유사하게

다른 학문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도움을 받는 정도의 학제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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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종합적 학제성은 여러 학문 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바탕으로 학

문들 간의 연결을 추구하는 학제성을 뜻한다. 탈학문성은 Klein(1990)의

탈학문성 개념과 유사하며, 개념적 학제성은 아예 학문적 지식 및 방법

론을 초월하는 수준의 학제성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맥락에서 자주 활용되는 ‘융합’, ‘학제적’, ‘융

복합’ 등의 용어를 두 가지 이상의 학문 혹은 학과(전공)를 결합하여 새

로운 교육목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활동의 특성을 개념화한

것으로 보고 ‘융합’ 또는 ‘학제적’의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할 것이다. 다

만, 보다 엄밀한 구분이 필요할 경우 OECD(1970)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다. 융합적 교육과정의 설계 및 실천

앞서 언급되었듯, 초중등 수준의 융합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교육과정

통합 등의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대표적

인 해외 논의로는 Ivanitskaya et al.(2002)의 연구가 있다. 이들에 따르

면, 학제적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전문화된 정보를 외우도록 권유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다르게 구조적 지식(structural knowledge)의 개발

을 촉진해야 한다. 구조적 지식이란, 고차원적 관계와 조직 원칙을 이해

하는 것을 말하며(Goldsmith & Johnson, 1990) 이러한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이나 단계적 과제 완수를 위해 사용되는 선언적 지식

(declarative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의 습득이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Anderson, 1982). 이는 구조적 지식이 다학제적

관점 내에 존재하는 관계들은 더욱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신장하

고, 각 프로그램의 중심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인지적 분석을 불러일으키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Ivanitskaya et al.(2002)은 더 복잡한 지식 구

조와 더불어 문제 중심의 정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통합의 필요성이 분과학문적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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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지식이 각 지식 분야를 통해 축적되어 왔

다는 점에서 학문 분야 지식이 복잡한 주제 전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Newell, 1990). 그러나 이러한 분과적 지식은

내용적 지식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는, 각 분과학문이 특정 주제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중심으로 왜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지를 이

해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Newell, 1990)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융합적 교육은 복잡한 현실 문제를

당면했을 때 개별 학문의 단순한 합보다 더 광범위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분과학문적 지식에 더하여 융합적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앞서

언급된 융합 혹은 통합의 수준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이 구성되며 교육적

실천이 이루어진다. 학제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Armstrong(1980)은 아

래와 같은 교육과정 통합의 네 단계를 제시하였다.

융합 수준

통합 책임
낮음                                      높음

통합 과정에서의 

학생 책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보통

기관 지원 없음 보통 보통 보통

통합 과정에서의 

교수자 책임
없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표 2-3> Armstrong(1980)의 통합의 4단계

Armstrong(1980)은 통합의 책임을 가지는 주체를 학생과 교수자로 구

분하고 융합의 수준에 따라 각 주체의 책임 정도 및 기관의 지원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1 수준에서는, 학생이 특정

한 전공 이수를 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한다.

이는 매우 쉽고 비용이 적으며 부담도 적은 방식이나 융합의 관점에서

가장 비효과적이다. 2 수준에서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캡스톤 세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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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업을 통해 학제적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 간의 만남 및 통찰을 공

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전히 통합의 주체는 학생이다. 3 수준에

서는 교수자가 융합의 과정에 참여한다. 수업은 학제적 주제에 초점을

두고 개설되며, 한 명 이상의 교수자가 참여한다. 그러나 여전히 팀티칭

수업에서 각 교수자가 자신의 분과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루어

지기도 한다. 4 수준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통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분야의 인식론적 토대 및 방법

론을 이해할 필요성이 발생하며 공통의 언어 및 전제를 만들 것이 요구

된다.

그중에서도 Klein(1990)의 학제성 유형 구분과 관련된 내용을 교수진

의 실천을 중심으로 정리한 바는 아래와 같다.

학제성 유형 교수진의 실천

다학문 

(Multidisciplinary)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교수진은 각자의 부분에 대해 별

도로 작업하며, 자신의 학문적 관점에서만 주제를 보는 경향

이 있음. 교수진은 통합을 돕지 않고, 과정의 마무리에 통합

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없음.

다학문간

(Pluridisciplinary)

교육과정의 마지막 부분은 교수진 “공통의” 것이 되며 참여 

교수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짐. 교수진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

하기 시작하지만, 그들 자신의 관점은 변하지 않음.

교차학문간

(Cross-disciplinary)

교수진 간 상호 작용은 지배적/종속적 패턴을 따르며, 한 명

의 교수가 우위를 차지함. 새로운 통찰에서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의 관점이 분명하게 제시

되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학제간

(Interdisciplinary)

교수진은 공동작업을 넘어 서로 상호작용하며, 혼자 작업하

는 만큼 같이 작업함. 강좌의 발전에 따라 주제가 바뀔 수 

있으며, 교수진의 관점 또한 변경될 수 있음. 과정의 말미에 

통합의 과정이 존재하며, 교수진과 학생의 협력 결과 새로운 

결과물을 합성해내어 보다 크고 전체적인 관점을 도출할 수 

있음.

<표 2-4> 학제성 유형에 따른 교수진의 실천 (Klein, 1990; Newell, 1990에서 재인용) 

이에 더하여, Squires(1992)는 다학제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경험

의 통합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교수자들의 교수 방식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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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구분하였다. 먼저, 다학제 과정(multidisciplinary courses)에서는

교수자가 그들의 개인적인 관점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뿐 교수자들 간 전

제의 차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통합이 학생들에게 달려있

다고 보았다. 반면에, 학제간 과정(interdisciplinary courses)에서는 팀 혹

은 개인으로 구성된 교수자들이 교육과정 디자인 과정에서 상호작용하

며, 그 과정에서 기저에 있는 전제를 평가하고 자신들의 관점을 변경하

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그들은 학생들과 합심하여 질문,

문제,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더 크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

하여 분리된 부분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야 한다고 말하였다(Klein & Newell, 1997).

이러한 융합적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융합적 교육

을 위해서는 융합의 방식에 대한 교수들 간의 사전적 합의 및 지속적인

논의가 융합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부재할 경우 융합적 교육을 보

장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실천적 측면에서 교수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Klein &

Newell(1997)에 따르면 학제간 교수법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는 대화와 공동체를 촉진하고, 문제 제기 및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하며,

통합적인 사고방식(habit of mind)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인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나 대학 수

준의 융합교육과 관련한 일부 연구는 주로 팀티칭, 캡스톤 디자인 프로

그램, 프로젝트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다수의 연구에

서 융합교육의 바람직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공교수들로 이루어진 팀티칭

(team teaching)을 제안한다(허영주, 2013). Dyrud(2010)에 따르면, 팀티

칭은 다양한 분과 간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제간 경계를 희미하게

만듦으로써 혁신적인 교수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팀티칭은 참여

하는 교수자들 간의 사전 및 과정 중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

라 융합적 교육 가능성이 크게 변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교수법으로 이해

할 수는 없다. Klein & Newell(1997)에 따르면, 팀티칭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들 간에도 해당 수업에서 추구해야 할 간학제성이 무엇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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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로 다른 분과 학문적

지식이 서로 다른 교수로부터 제공되는 식의 단순한 지식의 병렬적 제시

에 불과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허영주,

2013).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배운 지식

을 직접 적용하고 확장해 나가며, 상호 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조성범, 2018). 그에 따르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문제 기반 학습은 혼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프로젝

트 학습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고, 문제 기반 학습에서는 보통 하나

의 주제에 대한 사례나 시나리오를 갖고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

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결과물도 프로젝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물 혹은

퍼포먼스의 형태로, 문제 기반 학습에서는 구두 혹은 글 형태의 해결책

의 형태로 나타난다.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수업은 전공지식

을 종합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구와 진로계발을 할 수 있는

수업의 형태로 창의성과 융합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종이다(태진미

외, 2017). 해당 수업 방식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내리고 있으나, 타 분야와의 융합 경험을 제공하고, 전공 지식의 확장과

응용을 수반하며,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결과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거친

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단순히 전공지식

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과는 다른 수준의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융합교육의 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Biggs & Collis(1982)의 구조적 학습 모델(Structural Learning Model)을

응용한 Ivanitskaya et al.(2002)의 학제간 학습의 구조적 모형(Structural

Model to Interdisciplinary Learning)은 참고할 만한 예시이다. 해당 모

형은 교수자 중심의 교수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학습 맥락을 중심으로

융합 수준을 네 가지로 나누었으며, 각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각 단계

에서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일 구조단

계에서는 학습자가 하나의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며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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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 대한 선언적·절차적 지식을 획득할 것이 기대된다. 다학문 구

조에서는 학생은 한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분야의 선언적·절차적 지식

을 습득할 것이 기대되지만, 이들 간의 통합은 기대되지 않는다. 관계적

구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할 것이 기대된다. 학습자는 다양한 학문을 학습하면서 각 분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운다. 결과적으

로는 간학문적 내용에 대한 사고,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 기술, 고급

수준의 인식론적 신념, 학제간 지식의 전이 등을 획득할 것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확장된 추상적 구조에서 학습자는 여러 학문으로부터 해석

도구(방법론, 이론, 패러다임, 개념 등)를 통합한 지식구조를 습득하며 메

타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경험을 토

대로 새로운 학제간 주제에 학제간 지식 구조를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

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2-5>와 같다.

구조적 단계
학제간 학습 맥락에서의 

설명
결과

단일 구조

(uni-disciplinary)
관련 분야에만 초점

• 한 분야의 선언적 지식

• 한 분야의 절차적 지식

다중 구조

(multidisciplinary)

여러 분야에서 지식을 습득, 

지식을 통합하지는 않음

• 중심 주제 관련 여러 

분야의 선언적‧절차적 지식

• 다학문적 사고

관계적 구조, 

하나의 주제 혹은 

문제에 제한

(interdisciplinary)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의 지식을 통합. 각 학

문 분야에서 제시하는 관점

의 강점과 한계를 인식함에 

따라 비판적 사고력 개발

• 학제간 선언적‧절차적 지식

• 비판적 사고 능력

• 일부 메타인지 기술

• 심화된 인식론적 믿음

확장된 추상적 

구조,

다른 주제 혹은 

문제로 확장

(interdisciplinary)

복수의 학문으로부터 해석 

도구를 통합한 지식 구조 

습득.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

해 메타인지 능력을 사용. 

새로운 학제간 주제에 학제

간 지식 구조 적용

• 심화된 학제간 지식 구조

• 학제간 콘텐츠 사고

• 비판적 사고 능력

• 인식 능력

• 고도의 인식론적 믿음

• 학제간 지식의 이전

<표 2-5> Ivanitskaya et al.(2002) 학제간 학습의 구조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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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 융합교육의 제도화

우리나라 학부 과정에서의 전공 차원의 융합교육의 시작은 1972년 도입

된 부전공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실험대학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1972년 부전공 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문

교부는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지역대학 특성화, 계열별 입학,

이수학점의 인하 등의 개혁방안의 세부 실천방안으로써 부전공제를 제시

하였다(조선일보, 1972). 이러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하여 학생들이 급격

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비하고, 전공 외 인접 학문을 익힘으로

써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동아일보, 1972). 1972년 8월 26일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19조 제5

항에 ‘부전공’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낮은 사회적 보상,

제도적 여건 부실 등으로 인하여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김훈호 외,

2015).

대학의 복수전공 제도는 1995년에 발표된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을 계기로 다시 관심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

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법적 정비를 거쳐 학

부제를 실시하였다. 학부제를 통해 대학의 학과를 통폐합하고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한 후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것이 기대되었으며(교육혁신위원회, 1997) 실제로 다

수의 대학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기학과에 대

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1998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5665호, 1998. 2.

24, 제정)을 통하여 복수전공, 연계전공, 설계전공이 법제화되었다. 이는

1997년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대학교육 개혁방안에 필요한 제도적 사

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전공, 2 이상의 학과 등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또는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을 각각 이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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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제19조제1항)”이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연계전공 및 설계전공 이수

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다전공 제도는 경제위기를 거치면

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부전공 
허용

전공, 
부전공 1개

전공,
부전공 

2개

복수전공
연계전공
설계전공

융·복합 
전공 확산

융합(공유) 
전공

1972 1974 1995 1998 2014 2017

출처: 교육부(2016b)

<표 2-6> 전공(제) 연혁

그러나 이후 학부제는 복수전공제와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교육과학기

술부는 2008년 대학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 따라

2009년 1월 16일 학교 조직의 자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

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

제하여 각 대학이 학사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그

러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다수의 대학이 학과제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등 학사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서울대학교, 2016).

최근에는 취업난 해소 및 경제위기 타개의 방편으로 융합인재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017년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대학의 학기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특히 학생의 전공선택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대한 개정

이 이루어졌다. 기존 시행령상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

는 것이 의무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학생

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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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와 같이 학부 수준의 전공 이수 차원의 융합교육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

으나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

문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된 부전공,

복수전공, 학부제 등의 접근이다. 두 번째는 두 개 이상의 학문 혹은 전공

분야가 참여하여 융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실행된

연계전공제, 융합전공제, 설계전공 등의 융합적 전공의 접근이다. 아래에

서는 융합적 전공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 3 절 융합적 전공

1. 융합적 전공의 개념 및 현황

가. 융합적 전공의 개념

국내 고등교육 수준의 융합적 전공과정은 1998년 기존의 분과학문 중심

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대학에서 ‘연계전

공제’라는 제도로 자리잡았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연계전공’이라는 이름

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학교는 ‘연합전공’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연계전공은 흔히 학제 간 전공으로 불리며(Drake,

1993), 손충기(2006)에 따르면, 연계전공과정은 “기존의 학부나 학과의 울

타리를 넘나들면서 학부나 학과의 교육목적 및 교육내용을 혼합하여 새로

운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일컫는다(손충기, 2006, p. 6). 이전의 엄

격한 학문 중심의 교육은 수요자인 학생의 학습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반해 연계전공 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대학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 개발 및 취업 개발을 확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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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당시 중요한 교육의 기조였던 수요자 중심

교육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2016년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융합전공제도는 연계전공 제도의 발전된

형태이다.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은 모두 두 개 이상의 전공이 공동으로 참

여하여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나, 융합전공제는 전공선택제와 더불어 전과

없이 융합적인 전공을 주전공으로써 이수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즉, 융합전공이 스스로 모집단위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더라

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교육은 입학 전공과 무관한 융합적 전공과

정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개선

소속학과(부) 전공 이수 필수, 연계전

공․학생설계전공 가능

원소속학과(부) 전공의 필수 이수의무 

폐지, 원소속학과(부) 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대학간) 융합(공유)전공 

중 선택하여 전공 이수 가능

출처: 교육부(2016b)

<표 2-7> 현행 제도와 융합전공제 시행에 따른 개선 사항

서영진(2019)에 따르면 이미 일부 대학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융합 학과

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융합적 교육과정을 기존 학과 체제 내에 받아들인

가장 적극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학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에 부

응하는 신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일부

대학에서 ‘융합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전공 이수 방식의 경우 주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융합적인 전공만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

니라 융합전공 자체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계전공의 다른 이름으

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학사제도 개선방안(교육부, 2016b)에서 말하

는 융합전공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만으로 연계

전공과 융합전공의 운영 여부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연계전공

제도를, 절반 정도의 대학에서 융합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주요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정리한 바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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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전공유형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연계전공 ○ ○ ○ ○ ○ ○ ○ ○

융합전공1) X ○ ○ X X X ○ ○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참고

<표 2-8> 지역거점국립대학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제 시행 현황

그 이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전공이 있다. 설계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과정으로 융

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전공과정을 학교 측

에서 구성하여 제공하는 과정으로 제한하고자 하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융합교육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듯, 융합적 전공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전공을 학부 수준에서 두

학과 이상의 교육단위가 결합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 중에서도 교

육과정상 통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계전공(서울대의 경우 연합전

공)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대학원 수준의 융합적 전공인 협동과정은 학부

수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김소현(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학부 수준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하였다.

나. 융합적 전공의 현황 및 이수체계

앞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재 학부 수준에서의 학제간 전공은

학교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크게 연계전공, 융합전공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다전공 제도는

연계전공 제도로, 각 대학의 여건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연계전공

이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주전공 이수는 여전히 필수적. 다만, 연계전공에 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

공의 특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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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전공 목록

강원대학교

바이오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소프트웨어, 스마트팜소프트웨어, 농업

전문경영, 동아시아학, 문화예술경영,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융합, 

수목진료, 엔지니어링디자인, 자연생태복원, 자연치유, 통합과학

경북대학교 

자동차융합부품전공, 공통사회교육전공, 공통과학교육전공, 기술·가정

교육전공, 물리·화학·생물 융합전공, 빅데이터전공, 건설IT전공, 핀테

크전공, 미디어아트전공

부산대학교
에너지IoT,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산업수학소프트웨어, 의생

명과학

전남대학교

국제통상, 노사관계, 대기과학, 데이터마이닝, 문화유산학, 세무학, 

시설경영, 공통필수, 유럽지역학, 인터넷소프트웨어, 농촌관광, 공통

사회, 공통과학, 실용외국어, 문화기획

전북대학교

실내디자인, 일본지역학, 중국지역학, 방사선생물학, 금융 정보경제

학, 동아시아 다문화, 에너지융합공학, 신한류문화콘텐츠, 국제개발협

력, 창의융복합시스템공학, 스마트융합미디어학, 라틴아메리카통상학, 

일본통상학, 독일EU통상학, 아프리카통상학, 영상미디어인문학, 공공

행정인문학, 문화ICT학, 문화·비즈니스학, 유무형문화유산학

충남대학교

목조건축및인테리어디자인, 중국통상, 국제학, 인문콘텐츠, 아시아비

즈니스, 의약생명학, 감성, 인지소프트웨어, 국방무인시스템, 환경

ICT, 과채·특용작물영농창업, 스마트이트레이드, 지식생태, 언어정보

처리, 백제학, 충청학, 미래기술창업학, 항공우주안보학, 과학기술·행

정융복합 통일리더십과개발협력, 도덕·윤리, 통합과학

충북대학교

공통사회, 공통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노인복지, 농촌관광개발, 

위기관리, 문화유산관리의 공간정보학, 사회적기업, 빅데이터 보안컨

설팅, 벤처비즈니스, 해외농업개발 · 협력, 언론정보, 번역출판, 영·한

통역, 문화콘텐츠, 박물관전문인력, 지능형 안전, 스마트자동차공학, 

뇌인지공학, 과학커뮤니케이션, 공공데이터사이언스, 국제개발협력과 

거버넌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도시, 스마트전력IT, 스마트디자인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참고

<표 2-9> 대학별 연계전공 운영현황

이러한 학교 간 차별화된 연계전공 운영은 앞서 2006년 대학의 연계전

공 운영현황을 탐구한 손충기(2006)의 연구에서 대학간 전공 개설의 차별

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학교의 특성에 맞는

전공 개설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을 기존 학문과 접목

하거나 각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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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설하는 새로운 경향 또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이수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과 같다. 연계전공 관련

규정 및 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으나 이수 체계는 일반적으로

위의 틀 내에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 학교에서 입학 시기에 융합적 전공

혹은 학과에서 독립된 신입생을 선발하지는 않지만, 일부 학과에서는 독립

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전공을 따로

두고 복수전공과 유사한 기준을 통해 별도로 다전공 이수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미디어오늘(2019)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4년제 일반대학 29

곳 중 복수전공, 심화전공, 융합전공 등을 졸업필수요건으로 지정한 학교

가 14곳이라는 점에서 다전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학생들은 학교의 졸업 이수 규정에 영향을

받아 다전공과 관련된 선택을 한다. 먼저 융합적 전공 이수 학점의 경우

학교에 따라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이 부전공 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복수전공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두 수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특정

수의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학점 조건을 제시

하고 있으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다전공 이수를 허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는 허가제가 아닌 신청제로 운영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서영진(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계전공은 참여학과 2개

이상, 최소이수 학점 36학점 이상, 주전공 교과목과 중복인정 6학점 이내

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선발 인원도 학생들의 다전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일반적

으로 주전공 학생수를 기준으로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최근 제

한을 두지 않는 대학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선발 기준과 관련하여 과거 성

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학업계획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졸업증서 기재와 관련하여서도

학교마다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주전공과의 차별을

두지 않고 이수한 전공마다 별개의 졸업증서를 부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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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입학 시기에 독립된 신입생 선발 여부

↓

졸업 규정 단일전공 이수 가능 여부

신청자격
· 참여학과 소속 필수 여부
· 사전 정규 학기 수 규정
· 사전 취득 학점 규정

· 학점 중복 인정 정도
· 다전공 수 제한 여부

↓

신청절차 신청제 / 허가제

↓

선발 기준 성적 / 학업계획서

선발인원 선발인원 제한 여부

↓

과정이수 학점 부전공 수준 / 복수전공 수준

↓

졸업증서 등의 
기재

이수 전공별 별도 졸업증서 수여 여부

<표 2-10> 융합적 전공 이수체계

다. 융합적 전공의 확산

우리나라에서의 융합교육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더욱 활성

화되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학부 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 재정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각 대학이 사업의 세부적인 목적성에 맞는 체질 개선을 하도

록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대학교육의 변화

를 이끌어왔다.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산업별 인력수급 예측에 근거하여

특정 사업을 장려하거나(교육부, 2015a), 학과간 통폐합을 조건으로 내거

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 융합적인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특히 학부

수준에서는 대학특성화(CK)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산업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

업 등을 통해 융합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현장에 융합이 커다란 흐름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방/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이하 CK

사업)은 지방과 수도권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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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안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해당 사업은 각각 지방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CK-Ⅰ과 수도

권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CK-Ⅱ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다. CK-Ⅰ은 지

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교육부, 2014).

특히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학문간 융복합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어 선정 사업

단 중 복수의 학과와 연계한 융복합 사업단이 전체의 69%를 차지하는 등

기존 학문의 울타리를 넘나드는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융복합 사업단이

다수 선정되었다(교육부, 2014). 이러한 융복합 사업단의 경우에는 교과목

개설, 교육내용의 다변화 등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창조형 분야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CK-Ⅱ

는 학부교육 내실화 및 각 대학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학문분야에 대

한 특성화를 통해 대학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도권 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특성화 계획에 중점을 두

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학습 지원 체제 및 실험실습 지원 확대 등 학

부 교육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 경우에도 학문계열 간 융복합 사업단으

로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4).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은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대학의 건학 이념, 비전 및 인재상 등을 구현하는 선도적 학부교육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교육부, 2015b).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 교수-학습 역량 향상, 교육환경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

어졌다. 특히 대학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혁신을

꾀하는 노력을 지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초교양교육과정 개선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융복합 교육을 실현하는 교

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주요 성과로

몇몇 학교에서 ‘학생설계전공’ 및 ‘심화형’, ‘실용형’, ‘다전공형’ 등 다양한

경로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 교육과정 로드맵이 운영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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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교원 복수 학부 소속제도 시행을 통하여 다양한 학문적 전문성

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 간의 학제간 협업을 통한 융합교육 활성화의 기반

이 마련되었다(교육부, 2016a).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힘을 잃어

가는 대학 내 인문학 기반의 와해를 막기 위하여 시대 변화 및 사회 요구

를 반영하는 개편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인문

소양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교육부,

2015c). 본 사업의 경우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전공, 기초학문심화,

기초교양대학, 대학 자체 모델 등의 발전모델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융합전

공의 설립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인문기반 융합전공의 경우 인

문대학이 주관하여 공학, 경영학, 사회과학, 예술 관련 전공 등과 결합된

융합적인 교육과정 및 학위과정을 개설하기를 권장함으로써 융합적 전공

교육의 확대를 유도하였으며 실제로 인문기반 융합전공을 내세운 다수의

대학이 선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이 선제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사업이다(교육부, 2015a).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

함으로써 전공 불일치도 및 전공 취업률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진로 역량

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특히 두 번째 유형인 창조기반 선도대학 유형에서 신기술·직

종, 융합 전공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을 포

함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해당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혁신

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도입을 장려하였다. 특히 지원 조건으로 창업학

과, 신기술 및 융합 전공 등 입학정원의 5% 또는 최소 100명 이상을 조정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융복합 교육을 유도하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사업들의 개편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된 사

업으로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한층

더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교육부, 2019).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각종 사업단에서 혁신을 위한 키워드로 “융복합 교육”을 제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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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2019) 대학 현장에서의 융복합 교육에 대

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가. 연합전공의 도입 배경

서울대학교 연합전공제도는 「2007~2025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이전 단계의 장기발전 계획에서도

꾸준히 제시되어 온 학생 전공선택기회 다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전공선택기회 다변화란 학생의 소질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공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

을 의미한다(서울대학교, 2016). 이는 학부과정은 교양 교육에 집중하고 전

공교육은 대학원 단계에서 실시함으로써 학내 초점을 학부에서 대학원으

로 옮기고자 하는 서울대학교의 학부대학 전문대학원 구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학부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공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대학원 과정에

서 이수할 전공 과정 탐색이 학부과정에서 선행되어야 추후 전공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 이수 방식의 다변화는 1976년 서울대학교가 실험대학의 하나로

참여하면서 부전공 제도를 도입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 복수전공 이수규

정이 마련되었으며, 2002년 연합전공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 움직임에 따른 전공 쏠림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는 전공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분야를

추구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

고 있었다(서울대학교, 2016).

연합전공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전

공 형태의 하나로,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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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이다. 2017년 5월 해당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주전공의 이수가 필수였던 것에서 연계 · 융합 전공만 이수하여도

졸업이 가능하게 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적 허용 범위에 비해 제

한적인 전공 이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연합전공 현황

연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부) 전공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제공

하는 전공과정으로써(서울대학교, 2021) 2002년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주관 대학에서 관리 운영하는 하나의 독립된 전공이나 소속학과(부) 전공

을 이수하지 않고 단일전공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 연합전공은 여러 단과

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관 대학(학과)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입학 시

기에 독립된 신입생을 선발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복수전공으로 선택하

여 이수(39학점 이상)한다. 서울대학교(2020a)에 따르면, 연합전공을 비롯

한 각종 다전공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

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2021년 1학기) 7개의 연합전

공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합전공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과정이기

때문에 이수한 경우 주전공과는 별도의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연합전공이

라는 명칭은 서울대학교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의 제도가 다른

대학에서는 연계전공 혹은 융합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

년 3월을 기준으로, 연합전공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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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명 설치 시기 (연도) 재학생 수

사회과학대학 2002 121

공과대학 2002 136

미술대학 2009 40

농업생명과학대학 2010 64

자연과학대학 2011 30

경영대학 2014 127

인문대학 2016 11

공과대학 2020 80

공과대학 2020 110

출처: 연합전공·연계전공 평가보고서 (2012, 2015, 2018)

<표 2-11>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설치 현황 (2021년 1학기 기준)

연합전공과 유사한 제도로 연계전공이 있다. 연계전공에서도 융합적

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나, 주관학과(부)를 중심으로 다른 학교의 교과과정

을 연계하여 확장 편성한 교과과정이라는 점에서 연합전공과 차이가 있

다. 또한, 결정적으로 연계전공의 경우 독자적인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

며, 이수학점이 부전공 수준 정도로 연합전공에 비하여 적다.

제 4 절 선행연구

국내에서 융합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석

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융합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한 이재준, 김성천

(2021)에 따르면, 2011년 유관 학위논문이 한 편에 불과했으나 2019년

30편에 이를 만큼 융합교육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전체 융

합교육과 관련된 연구 중 대학에서의 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대학 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본

김미성 외(2021)에 따르면, 관련된 연구는 2013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

으며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8편과 19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허영주(2013)는 국내대학의 여러 융합교육 사례들을 중심으

로 국내 융합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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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융합교육의 목적 설정,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

서 각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융합교육의

패러다임 정립, 전공 및 교과 이기주의 극복,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활용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문헌연구 차원

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상의 제한이 존재한다. 실제적인

융합적 전공의 개설 과정이나 교육과정 설정 과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결

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김위정, 이성회(2013)는 해외 사례를 중

심으로 학제간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 대학의 전략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학제간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학과간 프로그램, 비학

과 독립조직의 학제간 프로그램, 융합전공의 세 형태로 구분되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 크게 조직 구조 개편, 적절한 보상을 위

한 제도적 개선, 안정적인 재원 구조 확보, 학교 비전과 조응하는 기관

활성화 등의 전략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학제간 교육이 먼저 활성화된 국가의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각 프로그램

형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는 데에 매우 제한

적인 함의만을 제공한다. 이는 김위정, 이성회(2013)도 언급하였지만, 미

국이 겸임교수제, 외부 기금 확보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다른 환경에 처

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민규 외(2014)의 연구는 대학을 특정하지

않고 융합교육을 경험한 280여 명의 학생 및 30여 명의 교수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대학의 전반적인 융합교육의 현황을 파악하

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융합교육의 유형을 8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특성, 융합 교과목 유무, 분과경계 정

도, 학습자 자율성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대학의

전반적인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계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참여자들

의 심층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진명화, 이형주(2020)는 재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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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융합교육에 대한 재학생과 교원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

는 실질적인 교육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융합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

라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융합교육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실질적인 학생들의 융합

교육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융합교육’에 대한 경험을 물었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융합교육 실태에 대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융합교육의 유형에 따

른 상이한 경험 및 인식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

진(2021)은 특정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전공에 대한 요구조사

를 실시하고, 4개 대학의 실제 융합교육 운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는 융합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

기 위하여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으나, 해당 대학의 조직 맥락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고 보기 어려워 실제적인 교육과정 구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폭넓은 함의

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제한적이다.

융합연구와 관련한 연구들 중 일부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 최혜미(2020)는 역량 개념과 융합교육을 결합하여 대학에

서의 융합전공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도하

였다. 또한 이경화 외(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계열, 성별, 학년

등에 따라 핵심역량 보유수준과 창의적 성향 수준이 상이함을 밝히고 각

집단에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업 장면에 대한 이해 및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

나, 종합적인 이해를 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다음으로, 전공 융합교육 관련하여 융합적 전공교육을 다룬 연구는

주로 특정 대학에서의 융합전공 개발 및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경종수, 김종해, 2018; 김지은 외, 2020; 윤린 외, 2011; 임진혁,

권혁, 2019).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특정 대학의 특정 프로그램에 집중하

여 해당 프로그램의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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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제한적이다. 다만, 연계전공의 운영현황을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다룬 손충기(2006)의 연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개설된

연계전공의 특징을 미국과 비교함으로써 학문간 유기적 통합성 부족, 적

절한 교과목 및 교수법 개발 노력 부족, 학문적 필요와 요구 경시, 지나

치게 많은 단일전공의 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연구를 비롯

하여 융합적 전공 관련 연구 중 연계전공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복지, 외국어, 문화콘

텐츠, 비서학, 통합사회 연계전공 등 특정 주제의 연계전공 사례를 중심

으로 개발 및 운영과정을 다루었다(김영희 외, 1999; 김우중, 2004; 송선

영, 2018; 이관규, 정지현, 2014; 이현주 외, 2008; 전준현, 2017).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로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연계전공에 한정하여

전공인식도, 전공만족도, 선택 동기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권혁, 임진혁,

2018), 졸업자들의 연계전공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알아보거나(하오

선, 2020), 연계전공 경험에 대하여 내러티브의 방법으로 탐구한 사례가

있다(박승순, 홍선미, 2020). 이러한 사례들은 개별 사례의 탐구에 집중하

고 있는데,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당 연계 및 융합전공이 다루

는 전공 분야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

당 전공이 처해 있는 조직맥락 및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 않

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융합적 전공의 행정적 특성, 교

육과정적 특성, 융합적 전공 내 학습에 대한 논의가 분절적으로 이루어

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허영주(2013), 김위정 외(2013), 진명화 외(2020)

등은 융합적 전공의 운영적 측면과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손충기(2006), 서정목(2013)은 교육과정의 측면

에서 유기적인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종호 외(2016)는 면

담을 통해 융합교육에서 학습자 경험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서민규 외

(2013)는 전국적 수준의 융합교육 실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

다. 이렇듯 각각의 영역에 대한 논의는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나 각 요소

들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Lattu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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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k(2009), Terenzini & Reason(2014) 등이 상이한 조직 특성이 만들

어내는 상이한 교육환경을 강조한 바, 기존 연구들은 행정적 특성, 교육

과정 특성, 학습과정을 분절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한편,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대

학 효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가운데 인지적 영

역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다룬 신정철 외

(2008)의 연구를 비롯하여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 최정윤

(2010), 배상훈 외(2013), 박지회 외(2019)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대학

강의의 질(김이경 외, 2017), 학교참여(김소영 외, 2013; 박수미 외, 2016;

배상훈 외, 2016), 근로경험(박수미 외, 2014), 대학 유형(최보은 외,

2015), 학내 경험(고장완 외, 2011), 대학 몰입(최정윤 외, 2016), 학자금

(신혜숙 외, 2013)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대부분

의 연구들이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융합적

전공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융합적 교육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융합적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 48 -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 질적 사례 연구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조직맥락이 어떠

하며, 이러한 조직맥락이 융합적 전공 내 학습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연구는 대학 효과 이론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로 이루어져 왔으며

(김안나, 이병식, 2003; 최정윤, 이병식, 2009; 고장완, 김현진, 김명숙,

2011; 전예원, 2014; 박수미, 고장완, 2014; 홍지인, 배상훈, 2015), 대학

환경에서의 학생들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문

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대학의 맥락을 중심으로 대학의

조직맥락(내부 구조, 학내 제도적 특성, 교수 문화 등)의 상호작용이 융

합적 전공의 특성과 결합하여 결국 어떤 학습과정을 만들어내는지를 해

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

구 방법을 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조직맥락과 해당

맥락이 대학생의 융합적 전공 내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how)’ 또는 ‘왜(why)’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연구자가

사건을 거의 통제할 수 없을 때, 실생활에서 동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주로 다룰 때 선호되는 연구방법으로 개인, 집단, 조직, 사회 등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해왔다(Yin, 2021). 구체적으

로,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방법

이며(Merriam, 1998), 이때 사례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명한 ‘경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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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체계를 뜻한다.

Yin(2021)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용하

다. 첫째로, 연구문제가 ‘어떻게’ 또는 ‘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설명

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융합적 전공의 효

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무엇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

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사례연구는 실험연구 등의

방법과 달리 연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셋째, 역사연구 등과 달리 현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의 경

우에 해당된다.

Stake(2005)에 따르면, 사례연구의 사례는 두 가지 이유로 선택된다.

첫 번째는, 해당 사례의 특수성이 연구자의 주된 관심인 경우(내재적 사

례연구)이며, 두 번째는 사례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이 시사해줄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연구자의 주요 관심사인 경우(도구적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사례는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 연구에 활용되는 대학의 사

례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으나, 학과제 체제 내에서의 융합적 전공과

정의 조직 실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사례연구는 자료수집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결정이나 사건의 패턴에

대한 가능한 관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여타 연구방법에 비하여 많은 세

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데에 강점이 있다. Cresswell(2007)에 따르

면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관찰, 면담, 문서, 시청각 자료 등

다중적 정보원이 활용될 수 있다. 즉, 사례연구는 활용할 수 없는 사항들

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데 중요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빠뜨리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Schramm,

1997). 특히 본 연구가 수행될 시점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특정한 장

소에서 활동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참여 관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연구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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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가.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루어

졌다.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절차에 대한 Stake(2005)의 접근에 근

거한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사례연구 접근

이 연구문제에 적합한지 결정해야 한다. 즉, 연구자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계를 가진 사례를 갖고 있어야 하고,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

를 하고자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연합전공이라는 경

계가 명확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 있

다. 둘째, 연구자는 하나 또는 여러 사례들을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연합전공 중에서도 특히 세 개의 연합전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다중 사례 연구이

다. 셋째, 사례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체로 광범위하며, 다양한 자료원으

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Yin, 202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

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언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러한 자료 수집을 통해 사례의 세부적인 기술이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

로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소수의 주요 이슈들(또는 주제 분석)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합전공의 다양한 측면 가운

데도 연합전공의 조직맥락과 이러한 맥락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실

질적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의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나. 공식적 문서 및 비공식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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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되는 융합적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사

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을 활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

하여 조직도, 법령, 정관, 학칙 등을 활용하였다. 대학 홈페이지 및 각 전

공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각종 자료, 기사, 학술지 등 해당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각 연합전공을 평가한 평가 자료를 확

보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교 차원에서 해당 연합전공을 어떻게 평가하

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자료로 기능하였다. 또한

해당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내 커뮤니

티 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풍부한 기초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 심층면담

다음으로,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은 중심적인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해당 전공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

하기 위하여 해당 전공과 관계된 교수, 학생, 행정직원과의 면담을 수행

하였다. 본격적인 연구 이전에 예비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핵심 사항을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개별 면담은 2021년 4월과 5월에 진

행되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1~2

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30분까

지 소요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담의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면담자는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여 면담 초반에

는 이러한 질문을 주로 활용하고, 후반부에 이르면서 연구 참여자의 응

답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질문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응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의 질문은 크게 세 범주로 구분되었

는데, 연합전공 이수의 동기, 연합전공 이수 과정 중 학습 경험, 연합전

공 이수의 성과에 대한 풍부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하

였다2).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조직 수준이나, 자료수집이 개인 단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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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것은, 이는 연구자의 관심사가 조직의 활동의 과정 및 이유에

있기 때문이다(Yin, 2021). 이를 위해 조직 내의 개인들에 대해 조직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

음되었으며, 면담 직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Terenzini & Reason(2014)의 모형을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맞게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림 2-1] 분석의 틀

본 모형은 학생들의 융합적 전공 내 경험 및 학습 결과를 외부 환경

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 체제로서의 융

합적 전공을 상정하고 대학의 내부 구조, 전공 이수 제도의 특성, 교수

문화 등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2) 면담 과정에서 교수 및 행정직원으로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다소 행정적인 초점
으로 좁혀져 해당 전공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기대, 운영상의 어려움, 앞으로 전
공이 지향하는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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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특성 및 수업 밖 경험 및 동료 환경이라는 외부적 영향을 종합적

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모형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다루기보다

는 제한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대학 진학

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였으며, 수업 밖 경험과 관련한 부분을 논

의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다루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ogdan & Biklen(1982)이 제시

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전사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읽으

면서 두드러지는 단어, 어구, 행동의 패턴, 면담 대상자의 사고방식, 사건

등을 중심으로 위의 틀에 부합하도록 코드 범주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료를 재구조화 하였다(Bogdan & Biklen, 1997,).

마. 연구의 타당성

한편, 일반적인 양적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는 과학적 연구방법의 일종인 질적 연구방

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특히 타당성(validity)을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그럴듯하고”, “신뢰롭고”, “믿을 만하고”, 결

과적으로 “논리적인 변론이 가능”함을 뜻한다(Johnson, 1997). 각 연구방

법에서 활용하는 분석 방법 및 기본 전제가 다른 만큼, 질적 연구방법에

서는 양적 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이란 실제(reality)에 대한 근접 정도이다

(Johnston & Pennypacker, 1980: Hammersley. M., 1987에서 인용).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삼각 검정(triangulation)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삼각 검정은 일반적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찰이나 해석의 반복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인식을 사용

하는 과정으로 여겨져 왔으나, 어떤 관찰이나 해석도 완벽하게 반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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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삼각측정은 또한 사례가 관찰되고 있는 다른 방

법을 식별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Silverman, 1993).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삼각 검정을 시도하였다. 첫째로,

두 가지 이상의 자료원을 확보함으로써 연구방법의 다원화(methods

triangulation)를 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 구조화된 면담

(semi-structured interview)과 학생들의 등록 현황과 관련된 각종 기초

통계를 포함하는 문헌 자료, 학교 차원의 자체 평가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자 하였다. Yin(2021)에 따르면 이는 이슈에 더 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연구를 수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둘째로, 자료 차원에

서의 다원화(data triangulation)를 추구하였는데,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교수, 학생, 행정직원의 세 집단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

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견이 연구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

재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는 성찰(reflexivity)을 통해 보완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본인의 선입견 및 편견으로 인한 왜곡이 일

어나고 있는지를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석 과정 전반에서 꾸준히 점검함

으로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연합전공 3개를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교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106개 학과(부), 박사과정에 107개 학과(부)가 설치되어 있으

며, 학부 과정에도 15개 단과대학에 86개에 이르는 학과(부)가 설치되어

있어(서울대학교, 2020b) 학과제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학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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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 확산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초기 채택자(early adopter)의 성격을 가지는데(임희진 외,

2016), 실제로 연계전공제도가 2002년에 도입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서울

대학교 연합전공은 정책 초반부터 운영되어 오면서 다른 대학에 영향을

주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명칭 역시도 ‘연계전공’이라 불리는 다

른 대학에 비하여 ‘연합전공’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

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2002년 정보문화학 연합전공을 설치한 이래로 꾸

준히 연합전공을 설치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도 2개의 연합전공을 설치하

는 등 연합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연합전공 재학

생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에서 연합전공이 학생들로부터 꾸준히 이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자는 해당 대학 학부과정에 4년 이상 재학하였다. 때문에 해

당 대학의 전반적인 문화나 제도 대한 이해가 있으며 이는 학습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직접 연합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

에서 상대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융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공으로 연계전공

과 연합전공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연합전공이 1) 학위를 수여한다

는 점에서 2) 융합적 교과목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융합

교육이라고 명명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1)

설치된 지 5년 미만인 전공은 아직 전공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

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2) 대학

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등 추후 학제적 연구로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전공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3)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재학중이어서

면담 대상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공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A, B, C 연합전공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인 교수, 이를 행정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행정직원, 해당 전공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들에 대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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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통해서 해당 전공의 조직 특성과 커리큘럼 특성, 교수 문화 특성과

이러한 맥락이 학생들의 융합적 전공 내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합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 및 학생들과 면담을 하였으며 포화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

로 총 1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다. 교직원의 경우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으며, 이에 응한 참여자들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학생 참여자들

은 모집을 위하여 학교 커뮤니티 두 곳에 연구의 목적 및 면담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위해 연락해온 학생들을 대

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snow

sampling)을 활용하여 나머지 인원을 모집하였다.

가. 교수 및 행정직원

교직원 면담은 총 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수 참여자로는 현재

연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 4명을 선정하였다. 교수 D는 본 연구의

사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최근 연합전공 설치 과정에 참여한 경

험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교 C는 C

연합전공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자로 선정

하였으며, 직원 E는 과거 연합전공 설치 및 평가를 관리한 경험이 있다

는 점에서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교직원 참여자들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소속 이름 성별 직급 역할
연합전공 

참여 기간

A 연합전공 교수 A 남 교수 주임교수 2011~

B 연합전공 교수 B 남 교수 주임교수 2018~

C 연합전공 교수 C 남 교수 주임교수 설립(2011)~

C 연합전공 조교 C 여 석사과정생 조교 2019~

D 연합전공 교수 D 남 교수 주임교수 2020~

교무처 직원 E 남 본부 담당관 행정직원 전임

<표 3-1> 면담 대상자 (교수 및 행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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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

아래의 <표 3-2>는 학생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

다. 면담 대상 학생은 총 11명으로, 5과목을 이수한 학생부터 졸업한 학

생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소속 단과대도 인문대에서

공대까지 다양하게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합전공명 이름 소속 단과대
연합전공 

이수과목 수
성별

A

학생 P 사범대 12과목 여

학생 Q 인문대 9과목 여

학생 R 인문대 11과목 여

학생 S 농생대 14과목 여

학생 T 미대 12과목 여

학생 U 자유전공학부 직전 학기 졸업 여

B
학생 V 인문대 12과목 여

학생 W 사회대 5과목 여

C

학생 X 인문대 13과목 남

학생 Y 자연대 13과목 남

학생 Z 공대 10과목 여

<표 3-2> 면담 대상자 (학생)

2. 연구 윤리

본 연구자는 연구계획에 대하여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참여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승인받았다. 또한 면담 실시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허가받은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과정, 개인정보 관리, 녹취, 비

밀보장 등과 관련된 설명을 제공하였고 이에 동의를 받음으로써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 중 혹은 후에 추가적으로 정보

를 요청하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정보를 거듭하여 제공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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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

1. 융합적 전공의 구조적 특성

가. 낮은 공식화 수준

연합전공의 공식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직의 구조 및 업무 절

차의 성문화 정도 및 시행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등교육 수준에

서 이루어지는 학사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대학교

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

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위임하

는 사항에 대하여 각 대학이 자체적인 정관 및 학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의 문헌들의 검토 및 실제적인 전공 운영 현황 확인을

통해 공식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합전공 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소 모

호하게 규정되고 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대학원 과정

에 설치되는 협동과정과 관련된 사항이 제23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학부 수준의 융합적 전공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

정되고 있지 않다. 학칙 수준에서도 대학원 협동과정과 관련하여 설치

및 운영,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연합전공에 대해서는 별도

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학칙 제14조에서 연합전공 지도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에서는 해당 전공의 이수 방법을 “교과과정”으로 정한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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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으나, 정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연합전공의 명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설치 절차와 관련하여, 연합전공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

에 제시된 [그림4-1]과 같이 주관 대학 및 학과(부), 전공 명칭, 교육 목

표 및 전공 개요, 학위명, 참여 교수 및 관련 학과, 정원, 교과과정의 설

정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그 가운데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주관 대학

및 학과(부), 학위종별, 관련 학과(부) 및 참여 교수, 교과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별지 제3호서식>

연 합 전 공  설 치 제 안 서

1. 주관 대학 및 학과(부) :

2. 전공 명칭(국문, 영문) :

3. 교육목표 및 전공의 개요 :

4. 학위종별 :

5. 관련 학과(부) 및 참여 교수

   가. 관련 학과(부) :

   나. 참여 교수 :

6. 정원 :

7. 교과과정

  가. 총 이수 전공학점 :

  나. 필수과목

     (1) 기 개설 교과목 :

     (2) 신설 교과목 : 추후 제출

        * 신설 교과목은 교과목 개요, 영문명칭 등 포함

  다. 타 학과(부) 전공 인정 교과목

  라. 이수규정(별첨)

      - 연합된 각 전공별 이수 교과목 또는 이수 학점

      - 선수과목

      - 수여학위종별

      - 기타 이수에 필요한 사항

[그림 4-1] 연합전공 설치제안서

(출처: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별지 제3호)

1) 주관 대학 및 학과(부)

[그림 4-1]에 따르면, 학위과정의 하나인 연합전공 설치를 위해서는

주관학과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관 대학 및 학과(부)의 소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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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주임교수로서 해당 연합전공을 이끄는 구조이며 많은 경우 주관

대학을 중심으로 관리·운영은 물론 자원 획득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기

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사 활용, 행정처리, 공간 예약 등이 단과대학

을 통해 이루어진다. 운영상 현재 주임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주관학과

및 단과대가 융합적 전공의 관리 및 운영을 일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

도의 관리 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주관학과 및

단과대학이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경

우에 따라, 학과 및 단과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

다.

“저희도 이거 개설… 전공 개설되고 초반에는 학과 사무실에서 맡아주셨었는

데요, 그런데 이제 학과 사무실에서도 일이 너무 많고 사실 이게 전공 차원에

서 다 같이 개설된 전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 교수님께서 혼자 이

렇게 애쓰셔서 만든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교수님도 계셨기 때문에

학과 사무실에서 더이상 맡을 수 없다…” (조교 C)

그러나 해당 전공에 대한 주관학과 및 단과대학의 지지 정도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식화 수준을 알기는 어렵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여기서 뭐 학과에서 뭔가 공문을 내줬지만 사실 학과 안

에서도 되게 마이노리티인 분들이 어떻게 해서 공문을 받아서 이 과목 하는

걸 책임시수로 인정도 안 해주고… 보면 학과 안에서도 신경 안 써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설립 제안 단계에서는 안 드러나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와서

어렵다고 읍소를 하니…” (직원 E)

2) 학위

연합전공은 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이라는 점에서 학내 여느 프로그램

과는 차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학교지침 학위

의 종류 및 학위명칭 표기 원칙에 각 연합전공의 학위명칭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학칙 제4조에서 말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에 설치된 “학위

과정”의 하나로 명시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학위과정의 하

나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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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전공에서 학위가 중요한 이유는 연합전공 이수 시 학위를 수여

받으며,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전공에 따

라 학위 수여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C 전공은 자체적인 학위과정에 대

한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학과에서는 주관학과와 같은 유형의

학위가 수여되고 있다. 특히 학사과정의 졸업과 관련된 학칙 제88조 3항

에 따르면, 졸업증서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합전공은 교과과정상 전공으로서 학

위가 수여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시 해당 학위를 받는다는 점에서 공식화되어 있다.

3) 관련 학과(부) 및 참여 교수

연합전공과 관련된 교수는 해당 전공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주도하는 주임교수와 나머지 참여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임교수가 보직교수로서 활동하는 것과 다르게, 참

여교수들은 별도의 겸무 교수 신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

질적인 공식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합전공

은 학칙상 일종의 교육과정 운영단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이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교과목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학과

혹은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연합전공 설치 과정을 주도

한 교수 D에 따르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직접 참여학과 및 교수를 섭

외하는 식으로 운영 교수 및 교과목 확보가 이루어졌다.

“일단은 모든 ○○ 하시는 교수님들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 학

부가 참여해야 되니까 여러 학부에 계신 교수님들 이제 생각해서 좀 광범위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학과별로는 대표 교수님 한 분씩을 선정

을 해서 그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연합전공을 만들려고 한다고 간

단하게 설명드리고 …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시작하는 멤버들은 구성됐고

그 다음번에 설치제안서 작성을 했고요.” (교수 D)

이렇듯 전공 설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각 전공마다의 방식으로 참

여 교수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참여 교수는 직접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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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참여하는 교수와 그렇지 않은 교수로 나뉘게 된다. 즉, 참여 교수는

해당 전공에 지속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운영

교수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교수로 나뉘게 된다.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는데, ○대에 두 학과, ○대에 한 학과, ○○대학원, ○○

○○○○대학원… 그리고 ○○대학원. 이렇게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운

영에는. 나머지 학과들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어요.” (교수 C)

그러나 본부 차원에서 각 교수들의 연합전공에 대한 참여도를 정확하

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연합전공의 운영에 참여하는 교수

들이 공식적인 겸무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교원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기준은 각 전공에 가셔서 직접 물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직원 E)

4) 교육과정의 편제

연합전공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들은 참여 교수진, 각 교육단위의

동의, 각 학과 및 단과대학의 학사위원회, 본부 차원의 학사운영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탈바꿈한다.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요의 변화나 전공 내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은 최초의 형태에서

조금씩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B 전공의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을 통해 특정 교

과목의 해당 전공 교과목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공식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설치 전 공식화 된 사항과 실제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합전공의 공식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합전공 운영과 관련된 학교 차원의 평가와도 유사한 경향이다.

나. 전반적으로 높은 복잡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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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합전공과 관련하여 각 전공에 참여하는 ‘참여 교수’와

운영에 참여하는 ‘운영 교수’의 두 개의 교수 집단이 관여되어 있다. 참

여 교수는 전공 설치 과정에 모종의 방식으로 참여한 집단인 반면에, 운

영 교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전공의 운영 및 강의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성원이다. 즉, 해당 전공의

커리큘럼 및 학사과정에 참여하는 집단은 사실상 운영 교수들이다. 이에

각 연합전공에 소속되어 있는 운영 교수들의 소속을 살펴본 결과를 아래

에 제시하였다. 먼저 수평적 복잡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검토한 해당 전

공을 구성하는 운영 교수의 소속학과 및 단과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합전공명

교수 특성              
A B C

운영 교수 

소속

학과 수 5 1 14

단과대 수 5 1 11

출처: 각 연합전공 홈페이지

<표 4-2> 연합전공 운영위원회 교수 소속 현황

일반적인 학과는 단일 단과대의 단일학과로 구성된다. 그런 점에서

단일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B 전공 이외의 연합전공들은 일반적인 학과

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보인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 전

공 구성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5개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A

전공부터 14개 학과에 이르는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C 전공까지 다양

하다. 이렇듯 전공마다 복잡성 수준이 상이한 것은 각 전공이 설치된 배

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A 전공은 특정 학과 혹은 학문 내부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과 차원의 합의를 통해 연합전

공의 설치가 결정된 경우이다.

“2011년에 와서 처음 맡게 됐고요. 그 사실 이제 그 저는 처음에 올 때 연합전

공을 만드는 거로 하고서 왔어요. 그래서 그 소속은 ○○○○학과(주관학과)이

지만 그 연합전공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연구, 교육 이런 것들을 해왔

죠.” (교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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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담당 주임교수는 채용될 당시부터 연합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로 하고 채용되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다른 전공에 비하여 더

참여 교수, 운영 교수, 주관학과 등 여러 층위의 교수들이 관여하고 있다

는 점에서 수직적 복잡성 수준이 다소 높다. 이에 더하여 운영 교수진도

5개의 학과에 분포해있어 수평적 복잡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전공은 해당 전공의 운영에 주로 관여하는 소

수의 교수들이 주관학과 소속으로 부임하고 있어 전공 운영이 비교적 수

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이랑 ○○대, ○○학과, ○○○○

학과 이 교수님들과 함께 커리큘럼을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데 사실 그분들이 계속 인풋을 주시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한 세 분 정도 선생

님들이 항상 커리큘럼에 대한 리뷰들을 하고 … 저희 이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교수님들, 지금은 세 분이지만. 그때는 둘이었는데, 그렇게 논의를 하고, 프로

세스가, 그렇게 논의를 하고 이제 그 모학과인 ○○○○학과에서 한번 토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방식

으로 진행됩니다.” (교수 A)

B 전공의 경우, 단일학과 소속 교수진이라는 운영 교수 구성 특성이

운영 교수들 간 비공식적인 교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

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식적인 회의 보다는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사항들이 간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교수진이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이라서

오피셜하게 “회의를 합시다”, 이게 아니라, 점심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루틴한 일들은 전공 주임이 하고 있는 거죠.” (교수

B)

주관학과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발생한 A, B

전공과는 다르게, C 전공은 특정 교수 개인을 중심으로 함께 특정 주제

의 연구를 하던 집단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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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육의 취지에 동의하는 교수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 경우이다.

“그렇게 공동연구도 하다가 보니까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과 관

련된 교육도 필요하다 … 집담회를 해서 집담회 결과 연합전공으로 전공을 개

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합전공 커리큘럼을 편제를 했어요, 그 집담회 결

과로. 그래서 모인 분들이 14개 학과, 학부에서 39명 모였어요, 교수님이. 각자

가르치는 교과목을 가지고 참여하는 걸로. 39명의 교수가 참여해서 교과목을

개설하고 그걸 연합전공에서 한다…” (교수 C)

그러나 참여하는 교수들이 다양한 학과 및 단과대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14개

학과로 구성된 C 전공의 경우에도 운영 교수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힘든 점이 많이 있죠. 운영위원회를 해도 잘 모이지가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14개 학과 대표들을 모두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데.. 그 학과 대표들을 한

분씩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한 학기에 한두 번을 하

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요.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고, 또 참여, 관심도도 좀 차이

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커리큘럼을 짤 때는 많은 학과가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운영에 참여하는 관심도는 좀 적어요. 몇몇 개 학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교수 C)

다음으로 수직적 복잡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교

원의 신분을 살펴본 결과, 모든 전공에서 전임교원만이 “운영 교수”로서

해당 전공의 학사행정 및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즉, 모든 교수들은 각

자 학과 단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일종의 겸무 교수로 융합적 전공에

참여하고 있다. 융합적 전공 조직은 유사 직급의 교수들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복잡성은 높지 않은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전공의 설치 목적에 따라 수직적 복잡성의 수준

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각 전공의 설치 목적에 따라 관

여되어 있는 집단 및 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생

긴 전공들의 경우 정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정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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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수직적 복잡성이 더욱 높

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분화 정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

전공의 공간적 복잡성 수준을 분석해보면 대학의 캠퍼스가 매우 넓고 연

합전공 교수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간적

복잡화 수준 또한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운영 과정에서의 높은 집권화 수준

집권화 수준은 해당 조직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이다.

연합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임교수 및 참여·운영

교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해당 전공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주체가 어

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

된 것과 같이, 연합전공의 경우 공식화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에 공식적인 문헌과 더불어 실제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집권화 수준을 이

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집권화 수준과 관련하여 설치 과정과 운영

과정상의 집권화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설치 과정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연합전공은

“주관 대학 · 학과(부) (교과과정 상 전공을 포함)에서 설계하고 총장에

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연합전공의 설

치는 개별 학과 차원에서 상향식으로 교수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

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요가 일정 부분 반영될 수는 있겠으

나, 주로 교수 개인 혹은 집단의 의사에 따라 연합전공의 설치가 제안되

었다. 구체적으로, 교수들은 특정 분야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인

식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융합적 전공 설치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면 이를 학과 및 단과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본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토한 후 공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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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행정부서 및 각종 교육단위를 포함하는 학내 전 기관의 동의를 얻

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교육단위의 참여 및 견제가 이

루어진다.

“특히 교육기구들에서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반대하는 거죠, 이

과목은 넣고, 이 과목은 빼라. 혹은 참여하고 싶어서, 우리도 참여학과로 넣어

달라,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대가 있거나 하면 당사자

들끼리 조율해서 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있는 거죠.” (직원 E)

특히 최근에 연합전공 설치 과정에 참여한 교수 D에 따르면, 연합전

공의 커리큘럼은 다수의 학과의 교수들이 모여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과

정에서 “각 학과의 입장이 반영”되어 만들어진다. 이는 “○○를 배우는

데 우리학과 과목을 안 배우고 할 수 있나”는 식의 사고가 반영된 것으

로,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각 학과의 입장도 반영이 된 커리큘럼이에요 그게. … 그래서 또 어떤

학과는 이런 거였죠. 보통, 학과별로 뭔가 일을 할 때는 좀, 한편으로는 약간은

파워게임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또 다르게 보면 학과의 존재감. 그게 되게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라고 할 때 우리 학과가

빠지면 되나?’ 뭐 이런 얘기죠.” (교수 D)

이렇듯 연합전공의 교육과정은 기존 학과보다 더 많은 주체들의 검토

하에 편제표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들의 의견에 따라 최초로 편성

된다. 이 과정에서 반대가 있으면 절차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결국

전 교육단위의 동의를 얻기까지 조율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대(주관 대학)가 이걸 올리니까, ○○대학원에서, ○○은 ○○대학원이 있

는데 왜 △△대가 하느냐, 해가지고 대학원장이 사인을 안 해줬어요. 우리학교

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모든 단과대학이 동의를 해줘야 해요, 새로

운 전공이나 학과를 신설할 때는. 반대하는 학과나 대학이 있으면 안 돼요. 합

의제에요, 합의제.” (교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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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융합적 전공은 학과는 아니지만 하나의 전공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 단과대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대학조

직 내 의사결정의 합의제적 성격이 드러난다. 이후 교무처 주관의 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함으로써 설치가 확정된다. 직원 E에 따

르면, 이는 다른 학사 업무에 비해 굉장히 간단한 절차이다. 그런 점에서

본부 차원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절차를 보면 본부 위원회 하나만 거치잖아요? 교무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중에서는 제일 첫 단계, 쉽게 만들고 쉽게 없앨 수 있는 정도로 그냥 다전공의

하나, 교과과정의 하나인 거에요. 학과나 그런 데랑은 전혀 다른거죠.” (직원

E)

2) 운영 과정

연합전공은 ‘운영위원회’라는 일종의 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 위원회 조직은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로, 여러 사람이 집단

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특성이 있다(민진,

2005). 위원회 조직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고층구조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한 한 방안으로 이해되는데(김병섭 외, 1995) 연합전공 운영을 위한 운영

위원회 또한 대학조직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

해 조직된 것이다.

연합전공의 위원회는 크게 주임교수와 운영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 혹은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해당 전공 과정의 운영에 어떤 신분으로 참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주임교수와 운영 교수의 신분 및 역할을 나누

어 분석하였다. 또한 자원의 조달 경로가 집권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으므로, 자원 확보 경로 또한 분석하였다.

먼저 교수 D에 따르면, 연합전공의 주임교수는 보직교수로서 해당 연

합전공의 운영에 관여한다. 주임교수는 위원장으로서 연합전공 운영위원

회를 이끌면서 구성원 중 유일한 보직교수로 활동한다.

“연합전공은 학과가 아니라서. 겸무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오피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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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라고 학과별로 한 분씩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

들이 어떤 보직을 맡으시는 것도 없어요. 그분들까지 보직은 없고 저는 보직을

맡죠. 보직, 오피셜리 이제 연합전공 주임교수라는 보직을 맡았죠.” (교수 D)

교수들이 연합전공에서 주임교수로 활동하는 기간은 전공마다 다른

데, 연합전공 평가보고서(서울대학교, 2012; 2015; 2018)에 따르면 대체로

본인이 설치를 담당한 교수들이 오랫동안 운영하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

전공은 주관학과 내에서 교수의 전공 유관성 등에 근거하여 번갈아가면

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임교수 교수 A 교수 B 교수 C

취임 시기 2011 2018 2011

연차 11 4 11

비고 설치

출처: 연합전공·연계전공 평가보고서 (2012, 2015, 2018)

<표 4-2> 연합전공 주임교수 재직 연한

연합전공 주임교수들의 보직 기간은 저마다 상이한데, 특히 교수 A와

교수 C의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연합전공을 운영

하고 있다. 반면에, B 연합전공의 교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재직하

였으며 추후 동일 전공 내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다른 교수에게 해당

직을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전에 ○○○○이라는 과목을 15년 동안 가르치고 그다음에 논문도 쓰고 연

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오면서 나한테 온 거고 … 다음 학기에 ○

○○○을 전공하신 분이 와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아마도 와서 좀 하신 다

음에, 연착륙을 하신 다음에 조만간 제가 이제 또 그분한테 넘길 계획이 있

죠.” (교수 B)

연합전공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주임교수는 학과 업무와 관련된 상당

부분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서울대학교, 2012; 2015; 2018). 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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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주임교수의 주요 임무는 “학생선발 및 졸업사정 관리 등의 학사업무,

참여 교수들의 의견수렴과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주관업무, 교과목 개

발, 강사선정 등의 교과목 운영 업무, 면담 및 논문지도 등의 학생지도

업무, 산학협력 추진 등의 대외활동, 그리고 예산 운영 관리 등의 서무업

무 등”으로 상당히 많다. 실제로, 연합전공 평가보고서에서도 주임교수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및 지나친 영향력의 행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종합했을 때, 연합전공의 구조상 전공 운영에 있어 주임교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외부로부터 확보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설치된 일

부 전공을 제외하고는 연합전공 조직은 대체적으로 수직적 복잡성이 낮

은 조직이 대부분으로 주임교수의 집권화 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운영 교수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조직은 일반적으로 특정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

어 관심 있는 주제를 검토하고, 권한이 부여될 경우 중요한 결정을 하기

도 한다(민진, 2005). 여러 위원회 조직의 유형 가운데 연합전공 운영위

원회 조직의 경우 일종의 집행 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연합전공 운영위원회가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고

전공 커리큘럼 및 교수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진, 2005).

일부 면담 참여자들이 운영 교수들이 겸무 교수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다르게, 실제로 이들이 겸무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 연합전공 운영 교수로 참여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겸무교원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주임교수를 제

외한 나머지 교수들은 특별한 신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연

합전공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거

의 없으며, 실제로 운영위원회의 운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보기 어렵다. 아래의 <표 4-6>과 <표 4-7>은 연합전공 내 운영위원

회의 설치 및 활성화와 관련된 평가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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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연도

위원회 설치3)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4)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2012
0

(0.0)

2

(66.6)

1

(33.3)

3

(100.0)

0

(0.0)

0

(0.0)

2015 
0

(0.0)

5

(100.0)

0

(0.0)

0

(0.0)

4

(80.0)

1

(20.0)

2018
0

(0.0)

6

(100.0)

0

(0.0)

3

(50.0)

3

(50.0)

0

(0.0)

출처: 연합전공·연계전공 평가보고서 (2012, 2015, 2018)

<표 4-3> 연합전공 운영위원회 설치 및 연합전공 운영위원회의 적절한 운영

위의 표에 제시된 평가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합전공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든 위원회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연합전공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주된 논의사항은 “교

과과정 변경, 강사선정, 장학생 및 우수논문 선정, 세미나 및 특강 등 학

술행사, 전공홍보방안, 학점인정, 운영지원금 활용” 등이다(서울대학교,

2018). 그러나 실제로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교수 면담 결과 기본적인 업무는 주임교수를 중심으로 처리되며,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운영 교수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전공의 운영은 주임교수의 주도와 주관학과(부)의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과 대표들을 한 분씩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한 학

기에 한두 번을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요 … 운영에 참여한다는 건 운영위원

회에 와서 발언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수 C)

“(연구자: 논문 이런 것도 교수님이 다 이거 다 승인하시고 이런 것도 다 하시

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운영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

고 저희는 상도 주고 있고 그래요. 논문.” (교수 B)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융합적 전공의 운영을 위해서는 크게 교수

3) 전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운영위원회 또는 기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가?
4) 전공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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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를 담당할 교수자와 행정업무를 지원해줄 행정인력이 필요하

다. 먼저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의 경우, 연합전공의 참여학과 소속의

교수 및 운영 교수들이 수업을 담당할 책임을 할 것이 기대되나, 모든

교수들이 연합전공이 아닌 주전공 학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임

교수의 연합전공의 강의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그 새로 추가된 거는 주로 내가 개설했어요, 학생들의 요구에 따

라서. 그 대신 대부분 다 강사분들한테 갔지.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해도 강의

해주겠다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교수 C)

연합전공의 강사는 주관학과 혹은 주임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속해있는 단과대를 통해 확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단과대학에 배분

된 강사 할당량에서 연합전공 강사가 할애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연합전공은 협동과정과 달리 자체적으로 행정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전공에서 주관학과의 행정인력을 활

용하거나, 주임교수와 관련이 있는 근로장학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학과 및 주임교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2. 학내 전공 및 다전공 정책 특성

가. 전공 이수 정책의 영향

서울대학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으

로, 각 단과대 내부의 전공이 매우 세부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계열

제를 택하고 있는 일부 단과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학과를 중심으

로 선발을 하고 있으며, 계열제로 선발하는 경우에도 전공 예약제 등을

통해 입학 시 전공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입학시 전공에

대한 종속도가 높다. 특히 다전공을 위한 경쟁률이 치열하고, 전과 규정

또한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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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실제 전공선택기회 다변화 수준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전공 수준과 관련된 정책 및 실천은 아래와 같다.

입학 시기에 융합적 전공 자체에서 독립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경험은 필연적으로

주전공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졸업 학점을 비롯한 졸업

요건이 주전공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Weidman, 1989). 전공 이

수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단과대 및 학과별로 상이하며 아래와 같다.

대학

졸업

(수료)

학점

교양

학점

주전공학점

단일전공 

이수

다른 전공 

병행 이수

인문대학

아래 이외의 학과

130 36
60

39

불어불문학과

42서어서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아시아언어문명학부5) 39

사회과학대학 130 36 60 39

자연과학대학 130 44 60 39

간호대학 140 36 96 96

경영대학 130 36 60 39

공과대학

아래 이외의

학과(부)

130

40-

60

62

39

건설환경공학부,

재료공학부
54

전기정보공학부
63

42

컴퓨터공학부 41

기계항공공학부,

원자핵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62 42

산업공학과 59 43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40

73 54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160 110 110

농업생명

과학대학

아래 이외의

학과(부)
130 36

48

48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60

<표 4-4> 전공별 졸업 이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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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수 요건은 현재 서울대학교 학부 교육 및 다전공 이수와 관련

하여 몇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로, 전공학점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대학 전공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 신정철 외(2011)에 따

르면, 우리나라 대학은 전반적으로 전공학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심화전

5) 단일전공 불가
6) 세부 전공별 상이

(바이오시스템공학), 응용

생물화학부 (응용생명화학

전공)

농경제사회학부(농업⋅자원

경제학)
70 39

미술대학

동양화과 130

36

71 52

서양화과 68 61

조소과 69 68

디자인학부

60

57

사범대학

아래 이외의 학과

130

36

52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계 37-

38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36 59 59

생활과학

대학
130

38-

42
60 48-49

수의과대

학

수의예과 72 45 20 20

수의학과 148 148

약학대학
4학년제 150 37 150 150

2+4학년제 150 150 150

음악대학

성악과

130 36

72 72

작곡과(작곡전공) 58 58

작곡과(이론전공) 62 62

기악과(피아노전공) 64 64

기악과(현악전공,

관악전공)
74 74

국악과6) 76 68

의과대학
의예과 74 41 23 23

의학과 148 148

자유전공

학부

기존전공(연합전공 포함)을 

주전공으로 선택
135 36

선택 전공 

이수학점

선택 전공 

이수학점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
60 39

출처: 서울대학교 홈페이지(2021. 3. 13)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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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 교육과정이 다른 학문 영역과의 통

합성을 낮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문이과로 나뉘어 있는 대

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다른 계열의 학과 혹

은 전공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각 연합전공 이수자들의 주전공 학과 구성 현황

은 아래와 같다.

전공명

주전공 계열　
A B C D E F G H I

예술계열 7 5 26 0 0 8 0 0 0

인문사회계열 76 81 9 35 5 43 10 3 0

의·약학계열7) 0 0 0 1 1 2 0 0 0

경영학 계열 13 6 0 1 2 9 1 9 0

공대 6 5 2 4 4 33 0 47 80

사범/생활/농대 16 39 3 15 4 28 0 4 21

자연 0 0 0 8 14 4 0 17 9

총계 121 136 40 64 30 127 11 80 110 

출처: 서울대학교 학사과 자료 일부 발췌

<표 4-5> 연합전공 이수자 주전공 학과 구성 현황 (2021년 1학기 기준)

위의 표에 따르면, 주전공 계열별로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전공

이 특정 전공으로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학생들이

주전공 역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종의 장벽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개인의 주전공의 계열 특성이 특정한 연합전공

을 이수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학이나 아니면 농생대 쪽으로 하기에는 우선 경영학은 학점 인플레가 너

무 심해서 진입하기 너무 어려웠고, 농대 쪽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는 또

너무 수학, 과학 관련 전공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인문대 출신이기도

해서 그냥 아예 짬뽕 돼 있는 거를 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학생 X)

7) 간호, 수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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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생의 경우 본인의 인문대라는 배경 특성으로 인하여 수학과 과

학 관련이 많은 전공은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각 학문이

융합적 성격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주전공 배경의 영

향으로 특정 전공은 쉽게 이수하는 반면 특정 전공은 쉽게 이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위의 이수체계를 살펴보면 학과마다 졸업 학점, 교양

학점, 단일전공 이수 시 주전공 학점, 다른 전공 병행이수 시 주전공 학

점 등이 다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어떤 단과대는 해당 전공에서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전공 이수를 하더라도 주전공 이수 학

점을 크게 줄여주지 않는 반면에 어떤 학과는 다전공 이수를 필수로 정

하고 있다. 특히 주전공 학점과 관련하여 병행 이수 시 주전공 학점이

감소되는 정도는 타전공 병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병행 이수 시 주전공 학점을 39학점 이상만 들으면 되는 전공의 경

우, 요구되는 주전공 학점이 연합전공의 최소이수 요건과 같은 수준이라

는 점에서 주전공에 대한 흥미가 높지 않은 학생들이 다전공을 선택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면담 결과,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 및 학과의

다전공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융합적 전공 진입에 영향을 받는다. 일차

적으로, 학생이 연합전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러한 학과 차원의

전공 이수 정책이 다전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전공의 전공 이수 정책상 심화전공 혹은 다전공

을 의무로 하는 경우, 더욱 적극적인 전공탐색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주전공이 ○○대였는데 졸업하려면 복수전공을 하거나 부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심화전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화전공은 더 듣기가 싫어서 일단

배제했고,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야 되는데…” (학생 X)

“아 근데 애초에 ○○대는 복수전공을 안 하게 되면 단일전공으로 60학점을

전공만 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전공을 했어야 했는데 같은 계열

내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고…” (학생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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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학과에서 다전공 이수 여부를 선택에 맡기고 있으나,

심화전공 혹은 다전공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

는 단과대 내 학생의 경우, 심화전공에 대한 부담이 연합전공을 이수하

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어 우선 ○○○○○○○○부(주전공 학부)가 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열리는

수업들을 아마 진짜 열리는 전공을 다 들어야 심화전공학점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공학점이 60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진짜

다 들어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전공 수업이 매 학기 여러 개 열리

는 게 아니라 작은 과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열려서 너무 졸업이 늦어질

거 같아 갖고…” (학생 X)

“저는 막 심화전공을 하면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그러기에 조금 어려울 수

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완전 대학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들어서 더 일부러 심화전공을 아예 선택을, 고민을 안 했

었거든요.” (학생 Q)

나. 다전공 이수 정책의 영향

서울대학교의 다전공 제도는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

상 신청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복수전공

과 연합전공은 동일한 교육과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합

전공과 복수전공은 둘 다 39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수 시 졸

업증서에 이수 사실이 기재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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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입학 시기에 독립된 신입생 선발 안 함

↓

졸업규정
단과대 및 학과별로 상이 (일부 단과대 다전공‧심화

전공 의무)

신청자격

· 참여학과 소속 여부 무관

·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 33학점 이상 취득

· 이수 이전 취득 학점 인정, 주전공과 9학점까지 

중복학점 인정

↓

신청절차 신청제 (복수의 전공 동시 신청 가능)

↓

선발기준 성적 / 학업계획서 / 면접 등 전공별로 상이함

선발인원 선발인원 제한 있음

↓

과정이수 학점 

및 졸업 요건

소속학과(부)와 연합전공에서 각각 39학점 이상 

이수,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

졸업증서 등의 

기재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 별도의 

졸업증서 수여하지 않음

출처: 서울대학교 홈페이지(www.snu.ac.kr)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

<표 4-6> 다전공 이수 규정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연합전공과 복수전공은 유사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경우 다전공을 희망할 경우에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실제로 교수 D는 특정 전공의 다전공 경

쟁률은 4:1까지 치솟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에, 연합전공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는 복수전공에 비하여 전공에 따라 면접, 자기소개

서 작성 등의 복잡한 선발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은 연합전공 고유의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원하는 복수전공에 진입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다

른 선택지를 찾는 과정에서 연합전공을 이수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대학

교 복수전공의 경우 학점을 기준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점

컷”으로 인하여 일종의 차선책으로 연합전공 이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학이나 아니면 ○○대 쪽으로 하기에는 우선 ○○학은 학점인

플레가 너무 심해서 진입하기 너무 어려웠고, ○○대 쪽으로 또 고민을 해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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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거기는 또 너무 수학, 과학 관련 전공이 많다 보니까…”(학생 Q)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B 연합전공이 뭔지도. 왜냐면 정보가 많이 없고 하시

는 분도 주변에 많이 없어 가지고 이걸 해도 되나 했는데 제 학점대에서 선택

할 수 있는 선택지여서 결정하게 된 게 컸고…” (학생 W)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한번에 하나의 다전공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간에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연합전공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만약에 제가 지금은 B 연합전공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B 주제를 위해서 수업

을 듣다가 공대 필요 없겠다, 경영이나 경제를 하는 게 낫겠다, 하면은 경영

경제로 조금 시도를 해볼 수 있고, 학점을 높여서?” (학생 W)

다른 한편으로, 연계전공 등에 비해서 졸업증서에 기재된다는 측면

또한 해당 전공 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아무래도 연합전공이다보니까 그런 제약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이제 조

금 브로드하게 그런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학문을 공부를 했다? 이런 증

명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은 덜한 것 같고” (학생 W)

“(연구자: 이렇게 나중에 졸업장에 나오는 뭔가가 중요할까요?) 그런 게 중요

하다고 약간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연합이나 복수나 부전공 이렇

게 세 개를 고를 때도 그 점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 Q)

다. 연합전공 내 교육과정의 영향

Spelt et al.(2009)의 융합적 교수 및 학습에 관한 체계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 환경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교수자, 교수

법, 평가의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

교과목 개설, 교원 활용, 교육과정 관리의 측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

합전공 내 교육과정 관련 실천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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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의 편성

각 전공에서 제시하고 있는 편제표 및 수업 개설 현황을 참고하여 정

리한 실제 교육과정 현황은 아래 <표 4-7>과 같다.

전공명 과목 분류 교과목 제공 주체
교과목수

(과목)

A

연합전공 

공통교과목

전공필수 과목

A 연합전공 2

주관학과 3

참여학과 1

A 연합전공 25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주관학과 5

참여학과 63

B

연합전공 

공통교과목
전공필수 과목

B 연합전공 2

기타 5개 영역 4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전공주임 인정 교과목

C

연합전공 

공통교과목

전공필수 과목
C 연합전공 3

참여학과 1

C 연합전공 14

참여학과 25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인문사회, 정책 및 경영 분야 교과목 8

과학기술 분야 교과목 2

출처: 각 연합전공 홈페이지(2021. 3. 15)를 토대로 작성

<표 4-7> 전공 인정 교과목 (2021년 1학기 기준)

연합전공 전공 이수 관련 학교 규정이 존재하나, 각 학과 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과목의 비중이나 수강 방식은 다양하다. 전공 교과목

으로 인정되는 교과목들은 크게 ‘연합전공 공통교과목’과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나뉜다. 연합전공 공통교과목의 경우에는 다시 ‘전공필수 과

목’과 ‘전공필수과목이 아닌 교과목’으로 나뉘는데, 전공필수 과목이 해당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전공

선택 인정 교과목의 경우 주관학과 및 참여학과 교과목 중 지정된 교과

목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전공마다 다른 수준의 자

체개설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수 교과



- 81 -

목의 성격에 따라 교과목 군의 비중을 맞춰서 이수하도록 하거나(e.g. C

연합전공), 전공주임 교수가 인정하는 교과목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전공 계열에 따라 다른 계열의 수업 수강을 의무화

하는 등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연합전공의 졸업과 관련된 추가 요건은 아래와 같다. 연합전공 이수

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건들을 살펴보면, 전공필수 학점 비중, 전공필수

교과목의 이수 방식 등의 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타

요건의 경우에도 해당 전공의 특성에 따라 졸업 논문 제출, 인턴 수행

등의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전공명 전공필수 전공선택 기타 요건

A 13 27

B 218) 18 졸업 논문

C 12 279) 인턴강좌
출처: 각 연합전공 홈페이지(2021. 3. 15)를 토대로 작성

<표 4-8> 졸업요건

2) 교과목 개설 현황

아래는 현재 연합전공의 교과목 구분에 따라 전필 및 전선 교과목을

구분한 것이다.

전공명
교과목 구분

총 교과목 수
전필 전선

A 3 20 23

B 3 0 3

C 4 9 13

출처: 연합전공·연계전공 평가보고서 (2012, 2015, 2018)

<표 4-9> 자체개설 교과목 현황 (2020년 기준)

8) 영역 1~5에서 각 1과목, 영역 6에서 2과목 이수
9) 소속 전공이 자연계인 경우, 인문사회, 정책 및 경영 분야 과목 이수학점이 전공
이수학점의 1/2 이상, 소속 전공이 인문사회인 경우 과학기술 분야 과목 이수학
점이 전공이수학점의 1/2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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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각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자의 신분을 파

악한 현황은 위와 같다. 구체적으로, 양적인 측면만을 살펴보면 A 전공

은 23개의 교과목을 개설한 반면에, B 전공은 불과 3개의 과목을 개설하

였으며, C 전공은 13개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세 전공에 개설

되어 있는 교과목 수가 크게 차이난다는 점에서 같은 제도 하에 설치되

어 있는 전공임에도 왜 개설 교과목 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A 전공에서 풍부한 교과목이 개설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관학과의

전략적 육성 의도가 제일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되었듯

이, 해당 학과에서는 학과 내 증가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수요를 연합

전공을 통해 흡수하고자 하는 일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연합전공을 설치

하였다. 학과 차원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해당 전공의 발전 방향과 관련

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방향성이 맞는 현업의 강

사를 채용하면서 커리큘럼을 개선할 수 있었다.

“지금 A 연합전공이 좀 잘되는 전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이

유들이 있겠지만 강사들을 잘 관리를 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냥 그때그때 이 수업 맡을 사람 누구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을 생각을 하고 수업을 개설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수업을 가르쳐주시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인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

죠.” (교수 A)

연합전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하게 됨으로써 해당 교수는

일종의 연합전공 전임 교수처럼 활동하면서 해당 연합전공에서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거나 기금교수를 확보하는

등 훨씬 더 적극적인 교육 환경 조성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다음으로 많은 교과목을 개설하는 C 전공의 경우, 전필과목 및 전

선 과목 모두 전임교원의 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앞서 교수 C가 언급한 대로, 여러 학과의 교수들이 “각자의 강의를

가지고 전공 설치에 참여”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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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와 비교해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개설된 교과목 수가 13과목인 것

에 비하여 학기 평균 교과목 수가 2.3과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교과목이 거듭 개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특정 교수가

거듭해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 전공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교과목의 수가 연간

3과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적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B 전공 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특성상 별도의 교과목

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오히려 자체 교과목

개설이 연합전공 생태계 구축에 반한다고 인식하였다.

“서울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그 많은 과목들이, 어떤 과목, 많은 과목들은 B

전공이라는 융합 학문적 성격에 어느 정도씩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과목들

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학생들한테 전공선택과목이나 전

공필수 과목으로 들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B 연합전공이 생

겨남으로써 특별하게 어디셔널하게 필요한 자원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아

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적 성격을 갖고 쉽게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제

도로서 연합전공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 B)

교수 B에는 해당 전공 자체가 매우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수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별도

의 전공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이것이 자체개설

교과목의 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교수

의 관점이 교육과정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Stark et al.(1990)의 의견

과도 일치한다.

3) 비전임 교원의 활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체제 하에서 자체 교수

를 보유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다시 말해, 모든 전공의 리더인 주임교수

를 비롯한 모든 교수들이 일차적으로는 학과 소속으로 임용되어 있다.

특히, 현재 연합전공에서의 교육은 교수의 원전공, 즉, 소속학과에서의

교육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의 여건이 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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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강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 교수님들의 기여분이에요. 엑스트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엑스트라로

하는 강의가 있고 원래 했던 강의가 있어. 두 가지 종류에요. … 새로 개설한

과목은 참여 교수님들 중에서 강의를 하시는 게 원칙인데, 바쁘시니까 강의를

못하실 경우에 강사를 쓰죠.” (교수 C)

특히, 각 연합전공 내 경향에 따라 해당 교수가 자신의 교과목을 가

지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인의 교과목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목을 가지고 있는 학과의 대표자로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교수자 중 강사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 근데 이제 참여하시는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 그 과목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학과장

님의 역할이 그래서 좀 필요해요 … 아무튼 그분이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학

과가 참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학과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교수 D)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의 연속성 및 충분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사를 직접 관

리하고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과정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멋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으며,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그 과목 강의를 자기가 맡아서 직접 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

고. 강의계획서가 이제 맡은 교수님들한테 맡겨서 하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에서 지금까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기존의 학과들도 마찬가지야. 교수님한

테 과목을 주면은 그 교수님 멋대로 가르쳐요.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교수님

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다보면.” (교수 C)

아래는 현재 연합전공의 교과목 강의자의 신분에 따라 전필 및 전선

교과목을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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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 강의자 신분

계

비전임 

교원 

비중(%)

전필 전선

전임 비전임 계 전임 비전임 계

A
1 

(33.3)

2 

(66.6)

3 

(100.0)

5 

(25.0)

15 

(75.0)

20 

(100.0)
23 73.9

B
3 

(100.0)

0 

(0.0)

3 

(100.0)

0 

(0.0)

0 

(0.0)

0 

(0.0)
3 0.0

C
4 

(100.0)

0 

(0.0)

4 

(100.0)

2 

(22.2)

7 

(77.8)

9 

(100.0)
13 53.8

출처: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sugang.snu.ac.kr)(2021. 3. 15)를 토대로 작성

<표 4-10> 자체개설 교과목의 교수자 현황 (2020년 기준)

수강신청 사이트를 기준으로, 2020년 각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교수자 신분을 파악한 현황은 위와 같다. 전임교원은 연평균 2~3과목의

전공필수 수업을 담당하며, 2~3과목의 전선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전임 교원은 연평균 0~2개의 전필과목과 7~15개의 전선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즉, 강사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부터 활용률

이 66%에 이르는 전공까지 강사 활용 수준이 매우 다양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강사 의존도가 높으며 개설하는 교과목이 많을수

록 강사 활용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사 확보는 단순히 전임

교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점 이외에 실용적인 전공들이 많은 연합전공

특성상 현업자의 참여가 핵심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렇죠. 제가 오기 전부터. 그 강사 채용을 이제 많이 산업체로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 ○○○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

런. 계속 그랬거든요.” (교수 A)

4) 교육과정 관리

면담 결과, 연합전공의 운영 여건상 대부분의 전공에서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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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교육과정 검토 및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교육과정을 몇 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지원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못했어요.

커리큘럼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새롭게 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하기가 힘들었

다고. 그날그날 학생들 대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도 바쁜데 새로운 교과목을 개

설하려면 이런 교육에 필요한 걸 조사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교수 C)

이에 여러 전공에서 최초 편성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며, 교

육과정 변경에 대한 사이버네틱 의사결정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 새로운 이 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필

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내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얘기도 운영

교수님이 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산학협력 교수님하고도 많이 얘

기를 했고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태동이 된 거죠. 뭐 이걸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좋겠네. 우리가 이 전공에서 오퍼하는

과목이 적어갖고 평가도 잘 못 받고 있는데. 그럼 하나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교수 B)

다른 한편으로, 해당 연합전공 분야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수 개인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우, 해당 교수가 은퇴할 경우 교과목 상의 연속

성이 관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 담당하셨던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교수님들이 과목을 만드

시면서, 실제로 그 지금 열리는 교과목이 ○○을 크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

고…” (학생 Y)

다만,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A 전공의 경우에는 주기

적인 커리큘럼 검토 및 개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A 전공에서 꾸준

히 커리큘럼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학과 체계와 달리 강사

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커리큘럼에 변화를 주기가 쉬운 환경이 조

성되어 있으며, 일정 수준의 자원이 뒷받침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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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전공이 최근 3년간 제공한 자체개설 교과목 수 현황은 아래

와 같다. 특히 중복되는 과목을 제외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다

양한 교과목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공명
자체개설 교과목 수

(중복 제외)

학기 평균 자체개설 교과목 수

(중복 제외)

A 31 5.1

B 5 0.8

C 14 2.3

출처: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사이트(sugang.snu.ac.kr)(2021. 3. 15)를 토대로 작성

<표 4-11> 최근 3년간 개설된 교과목 종류 (2018-2020)

각 전공에서 지난 3년간 개설한 과목 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학생

들이 일반적으로 3학년 1학기부터 연합전공 이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되

어 있고, 일반적인 대학 교육과정 연한이 8학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서 학생들은 연합전공 내에서 4학기 동안 13과목을 이수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한 학기에 3과목 이상을 연합전공 내에서

이수해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현재 거의 모든 전공에서 다소 다양하지 못

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실제 학생들의

전공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제가 예전에는 학생들이 중도 탈락할 때 사유서를 좀 몇 번 받았었는데 그때

사유서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큘럼에 대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았어요. 막상 들어오니까 맨날 비슷한 교과목만 매

학기 열리는 것 같고 생각보다 이렇게 연합적, 융합적으로 배울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조교 C)

다른 한편으로, 각 전공의 교육과정 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대어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B 연합전공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유관 과

목을 발굴하였을 때 지도교수의 검토 하에 이를 전공인정과목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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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확장하고 있다.

“전공선택의 경우도 다른 연합전공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

리가 레코맨드하는 전공선택이 있고. 풀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과목이라고 하

더라도 전공주임 교수가 인정을 하면은 전공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

면 실라버스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하거

든요.” (교수 B)

C 전공에서도 B 전공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대체 교과목 인정 여

부가 운영위원회의 주요한 사안 중 하나로 언급될 만큼 유사 교과목 인

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전공의 전반적인 교과목 운영 검토 및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 비적극적인 연합전공 지원 및 관리 정책

1) 연합전공 지원 정책

대학원 수준의 융합적 전공인 협동과정과 달리, 연합전공은 학생 모

집 TO가 존재하지 않는 교육단위로서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구조적으

로 어렵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해당 전공의 설치가 교수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한 것인 만큼, 해당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여건은 교수들

이 조성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게 (설치) 제안서에는 기존에 참여학과의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다 운

영이 가능하다고 와요. 그게 된다는 전제하에 승인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되

지 않을 것 같으면 승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담당이 누가

있고 다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제해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좀… 당황스

러운 면이 있는 거죠.” (직원 E)

반면에, 각 연합전공 측에서는 연합전공이 특정 학과 및 단과대가 아

닌 학부생 전체를 참여 가능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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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라기보다는 대학본부가 재정지원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다. 면담 결과, 교수들은 전공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학교의 관심 수준이 낮기 때문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전공이라고는 만들어놨는데 전공을 운영하기 위한 리소스는

거의 지급을 학교로부터 이제 안 되거든요.” (교수 B)

“그러니까 대학원에 협동과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요. 근

데 학부 융합전공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만든 교수나

학과에 일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죠. 그걸 만든 학과하고 교수들이 자체적

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장도 그러고, 교무처장도 그러고.” (교수

C)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합전공을 위한 자원확보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연합전공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크게 운영비, 교원,

행정인력,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운영비로는 신설 지원금, 운영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학생

수에 대한 차등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기본적인 운영에 대

한 지원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본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주임 교수들은 1인당 교육비가 35,000원에 불과하고

인센티브 역시 해당 전공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정도로 확보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직원 E에 따

르면 실질적인 집행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절대적인

액수보다는 액수의 변동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외부의 자

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한 전공은 학내외 기관을 통한 추가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이제 ○○○ ○○ ○○○(학내 기관)에서는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신청을 자주 했었어요. 협력을 맺은 건 아니고 거기에 지원을 좀 이용했다, 이

정도.” (조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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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A 연합전공은 계속 어떤 펀드에 어플라이를 해서 교

육 펀드를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여기 임용장 받기도

전에 어디 가서 결과 발표, 여기 이제 사업 결과 발표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계속 자구책을 마련을 해

왔죠.” (교수 A)

이에 따라 자체 재원 확보 여부가 해당 전공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재원 확보 역시 주임교수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에 달려있다.

“서울대학교의 융합교육 정책은 자유시장주의제에요. 자유시장주의라고. 학생

들한테 인기 좋아서 뭐 인기 좋고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하고, 그

렇지 못하면은 알아서 폐쇄하라는 얘기에요.” (교수 C)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단과대 단위로 강사 수가 배정된다는 점에서

학과 간 강사 학보와 관련된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발생하며 기존 학과

에 우선적으로 강사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연합전공의 안정적인 강사 확

보를 보장하기 어렵다.

“강사비는, 총장이 단과대학별로 줘요. 그럼 ○대(주관학과 소속 단과대)에 주

면은 ○대(주관학과 소속 단과대) 안에서 잘라서 각 전공에서, 각 과에서 필요

한 강사가 있으면 신청해서 하는데, 우리는 1년에 여덟 분을, 한 학기에 네 명

씩 하는데 다른 과는 보통 한두 명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너무

많이 자원을 뺏어간다, 그래서 지금 ○대(주관학과 소속 단과대)에는 좀 미안

하긴 해요.” (교수 C)

“이게 사실은 그 전폭적인 지지라는 게 모든 컨센서스가 다 모아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니까, 여전히 이런 ○○○○학과(주관학

과)에서 연합전공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있는 반면에

학과의 리소스가 너무 많이 뺏기고 학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

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교수 A)

이러한 이유로 강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부담으로 느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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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꺼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강사법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안 쓰다가 강사법 이후에는 연

합전공이 이 ○○대(주관학과 소속 단과대) 내에서 강사를 제일 많이 쓰거든

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교수 A)

다른 한편으로, 연합전공은 다른 교육단위와 달리 행정인력을 지원받

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전공명 자체 조교(행정직원) 자체 조교(근로장학생) 주관학과 행정인력

A ○

B ○

C ○

출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작성함

<표 4-12> 행정 제공 주체 (2021년 1학기 기준)

특히 C 연합전공의 경우 근로장학생이 직원 권한이 없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 전공의 경

우 시간이 흐르면서 주관학과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어 대학원

생이 근로장학생으로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시스템에 들

어가려고 해도 교무행정실 담당 선생님께 저희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

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저희 ○○○○학(주관학과) 과사에 가서 행정처리를 이

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조교 C)

특히 C 전공은 근로장학생이라는 행정인력의 신분상 독립적으로 공

문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학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곤란한 상

황이 발생한다. 또한 전일제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없다는 점에서 학생

들의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필요한 학과 차원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기 어려워 원활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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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희가 사실 체계가 이렇게 딱 잡혀 있지 않고 저희가 진짜 운영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졸업을, 학생들이 졸업 발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해야 졸업을 하는데 심사위원을 그냥 알아서 다 구해오라고 시키거나 인턴을

꼭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인턴 기관도 알아서 섭외해서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저희도 지원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 (조교 C)

“나는 인턴을 해야 졸업자가 되는데, 뽑는 데에서는 졸업자를 인턴으로 뽑으니

까? 그래서 그거를 근데 또 개인한테 알아서 구하라고 하면… 전필 수업인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 (학생 X)

더 나아가,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문제점도 있다. 면담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본인이 현재 이수중인

연합전공을 우연히 혹은 인맥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저는, UX/UI 수업이 ○○○○○과(주전공)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

○○○라고 다른 기관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안에 친구가 자기 친구

중에 연합전공을 하는데, UX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전공 수업 들어봤냐, 그래

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학생 T)

이는 대학본부 및 각 학과의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해당 노력이 실제로 학생들에

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학생들의 공식적 교육기회마저도

학생들의 인맥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일

반적으로 학생들이 기존 학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당 전공을 알게 된 경로는 복수전공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

니다. 그러나 연합전공의 지위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낮은 인지도를 고

려했을 때 이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학과의 의지 및 단과대학의 지원

이 영향을 미친다. 자체개설 교과목을 제공한다고 할 때 일차적으로 필

요한 공간은 강의실인데, 적절한 강의실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 독자적인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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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할당되는 강의실 역시 없기 때문이다.

“저희는 저희한테 배정된 강의실도 없어서 ○○대(주관 대학) 전공에서 다 배

정을 하고 남은 강의실이 있다면 그때 이제 알아보고 신청하다 보니까 적합한

강의실을 찾기도 어렵고…” (조교 C)

실제로, A 연합전공 주임교수에 따르면 자체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

는 전공은 A 연합전공이 유일하며, 이는 주관학과의 배려로 인해 가능

했던 것이었다고 하였다.

“연합전공 중에서는 그래도 상황이 제일 나은 게, 공간이 있는 연합전공들이

없거든요. 그거는 ○○○○학과(주관학과)에서 할애를 해준 거예요. ○○○○학

과(주관학과)에서 제일 좋은 공간을 줬거든요.” (교수 A)

이렇듯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일부 전공

은 전공 운영과 관련된 자체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규

정 마련 및 규정에 따른 운영 정도가 거듭되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나아

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서울대학교, 2012; 2015; 2018). 특

히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상 연합전공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여부를 묻는 평가 문항이 있

다는 점, 또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연합전공 평가 정책

연합전공에 대한 평가는 교무과의 총괄 자문 및 행정지원 하에 3년에

한 번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마다 조금

씩 바뀌어 왔지만, 크게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교과과정 및 교과목의

독자성 및 충실성, 학생 관리, 교수 참여도, 시설 및 재정, 추후 발전 가

능성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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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목적

- 교육목적의 적합성

- 교육목적의 검토 및 개선

2. 교과과정 및 교과목 운영

- 교과과정

- 교과 운영의 적절성

- 독자성

- 이수 기준

- 교과목 운영 충실도 및 교과 개발

- 교과목 수강 학생 숫자

- 참여 교수 강의 비율의 적정성

3. 학생

- 전공 학생의 구성

-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졸업 후 진로

4. 참여 교수 및 운영

- 참여 교수의 적정성

- 주임교수

- 운영

5. 시설 및 재정

- 시설 보유 현황

- 행․재정 운영

- 외부의 지원

6. 발전 가능성

- 전공 특성화

- 사회적 수요와 전망

- 발전 의지

[그림 4-2] 2018년 연합/연계전공 평가기준 (출처: 서울대학교, 2018)

이러한 항목에 대하여 본부는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앞서 제시된 것

과 같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해당 전공 자

체에 대한 평가 이외에, 교수 개인 차원에서의 연합전공 내 활동에 대한

평가 혹은 보상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단과대에 따라 인

정 여부가 다르다.

“본부에서 교수들한테 직접 주는 건 없어요. 단과대에서는 있을 수 있죠. 왜냐

하면 이제 그 교원의 어떤 평가나 그런 것들이 항목이나 뭐 어떤 항목에서 얼

마만큼의 비중을 둬서 어떤 평가를 할지는 단과대에 위임된 사항이라서 단과

대마다 제각각이에요.” (직원 E)

특히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은 대체적으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데, 연구와 관련된 항목은 매우 상세화되어 있으며 여러 조문에 걸쳐 제

시되어 있는 반면 교육 실적과 관련된 항목은 매우 단순하다. 특히 그중

에서도 연합전공에서의 기여는 교수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으

며 별도의 보상 및 인정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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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교육과정 개편) 하려면 교수님들, 서른 아홉 명 교수님들 전부 참여

하자고 해야 되고, 그중에 적어도 한 10명 정도가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 모으는 게 엄청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생기는 일이거든. 교수들이 학

교에서 평가받을 때 논문점수, 교육점수, 사회봉사 점수인데 이런 건 안 들어

가. 근데 우리 학교의 그런 학교 발전을 위해서 봉사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이

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좀 보상하고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교수 C)

“그리고 그런 얘기를 교수들하고 가끔 하는데 사실 이제 연합전공이나 연계

전공이나 그런 것들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은 보면 굉장히 많이 희

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뭐라고 그럴까, 이 어프리시에이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학교가 그동안 너무 신경 안 썼

던 것 같아요.” (교수 A)

또한 해당 전공에 대한 결과의 환류와 관련하여, 본부는 평가를 통해

각 단과대 및 학과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지는 못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런 항목들을 해서 평가를 하면은 그래도 학과나 단과대에서 보고서 어느

어느 항목들이 더 되어야 하는가, 교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고, 행정인력도

있고, 따로 공간이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좀 유도하고 권장하는 관

점에서 하는 그런 평가거든요. 그런 목적인데, 잘 안 되고 있죠.” (직원 E)

3. 학내 교수 문화 특성

Umbach(2007)에 따르면, 교수 문화는 해당 교수의 수업 및 교육에 영

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연합전공에 참여하고 있는 교

수들의 문화를 교육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앞서 Austin(1990)

은 교수 문화를 크게 기관의 문화, 교수로서의 문화, 학문 분야의 문화로

구분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문헌 및 면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교수 문화

를 이러한 분류에 따라 기본적으로 분석하였다. 연합전공에서 활동하는

교수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특성을 크게 1)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중심 문



- 96 -

화 2)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교수 문화

3) 학과 중심 문화로 제시하였다.

가. 교육보다는 연구중심 문화

연합전공의 교수들은 결국 서울대학교 소속이라는 점에서 서울대학교

전체의 기관으로서의 문화를 공유한다. 해당 대학은 국내의 대표적인 연

구중심대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거는 연합전공을 떠나서 대학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가

연구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특히 학부생들하고의 그 스킨십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수 A)

연구중심대학이 늘어나면서, 연구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e.g. Shin & Kim, 2017).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다루

고 있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융합적 교육이라기보다는 학부 전공교육에

가깝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이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공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손동현, 2010)을 생각해봤을 때, 교수들의 연합전

공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특정

대학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수의 연구중심대학이 공유하는 어려움으로, 일

반적으로 대학의 명성 혹은 경쟁력에 연구성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Shin & Jang, 2013) 교육보다는 연구에 대한 더 높은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나, 개별 교수들의 수월성이 좋으며 연구 실적이

좋은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연구 차원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한

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연구에 집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 역시

대학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교수들이

매우 바쁘며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높은 성과를 산출하고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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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얘기는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융합이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개개인 서울대 교수님들이. 뭐 다 너무 다

바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과가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려운 것 같은데….” (교수

A)

“학생도(연구자)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지 않고 혼자 공부했잖아요. 경쟁적으

로. 그런 데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수가 되어도 자기 분야에서 수월성은 좋아

요. 근데 다른 분야하고 협력해서 더 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극적으

로 가담 안 해요.” (교수 C)

특히, 해당 대학의 경우 대학 차원에서 융합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

는 것에 비하여 융합적 교육을 하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 혹

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원 구조가 해당 조직의 목

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학교 차원의 낮은 재정지원 및 관심은 교수들의

융합교육 참여 동기를 저해하고 있다. 대학 차원의 융합교육에 대한 비

적극적인 지원 이 교수들이 융합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좀 심하게 하자면 융합교육, 융합교육 말만 하고 있고 학교에서

는 그 융합교육의 일종의 가장 프론티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연합전공의

리소스를 안 주는데,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가 아직은 융합교

육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의 독립적인 전공 그 체제 그 시스템에서 전

혀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게 있는 거죠.” (교수 B)

그러나 그러한 보상 시스템 이외에도, Bennett(1998)가 언급하였듯 교

수 C는 교수들의 개인적 특성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교수 C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는 개인적인 탐구가 중요한 교수라

는 직군의 특성과 더불어 연구중심대학에 채용된 교수라는 높은 교수 개

인의 역량 특성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교육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하던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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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시스템으로 같이 연대해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못해요.” (교수 B)

나. 교육에 가치를 두는 교수(professional) 문화

융합적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참여 동기는 보통 개인의 만족

감 등 교수로서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들에

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학생의 성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학생들을 통해서 집단지성, 환경을 생각하는 교수들이 함께 학생들을 잘 키워

내면은 그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나는 가지고 있죠. … 그걸 교수의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이

라고 나는 생각해요.” (교수 C)

“(연구자: 어떤 동기로 하실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게 선생이에요. (웃음) 선

생 이란 게 그런 거지 뭐. … 이게 또 이제 논문, 또 우연치 않게 지금 논문이

고 한 건데 이런 논문들 써내는 거 보고 뭐 개중에 한두 친구 굉장히 잘 쓰는

친구들 보고 뭐 아 그러면 30명 중에 3명 건졌네, 그럼 뭐 그걸로. 저 우리는.

그게 재미있는 거죠.” (교수 B)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자로서의 동기에서 기인한 교수들의 노

력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참여 교수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듯 학교 수준의 융

합교육에 대한 인정이 없는 문화는 교수들의 적극적인 융합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교수들하고 가끔 하는데 사실 이제 연합전공이나 연계

전공이나 그런 것들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은 보면 굉장히 많이 희

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뭐라고 그럴까 어프리시에이션 같

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 A)

다. 학과 중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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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문화 차원에서, 기존의 대학이 독립적인 개별 학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첫째로 연합대학으로서의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교 전통이 원래 단과대학이 모여서 만든 연합대학이에요. 그래서 단과

대학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단과대학을 넘으면 서로 경쟁이지, 협력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C 연합전공 같은 경우는 ○대(소속 단과대)에서 운

영을 하지만 ○대 교수들이 지원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이 교과과정의 수요

자가 대부분 ○대학생들이 아니야. 85% 정도가 다른 대학 학생들이고 한 15%

가 ○대 학생들이야. 참여하는 교수도 8-90%가 밖에 있는 교수들이고 ○대에

서는 별로, 한 10% 정도 참여해요. 그러니까 ○대 안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책

임질 것이 아니고, 대학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만 주는 것이

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교수 C)

즉, 교수들은 개인의 소속을 학교 단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

한 특성은 앞서 언급된 교수들의 학문적 분야에 의한 유대감에서 비롯되

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속성이 더 강한 것

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연합대학으로서의 전통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보이는 단과대 및 학과 중심 자원 분배 시스템으로 인하여 일종의

학과 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학과와 협력하는 분위

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학과제 중심의

자원 배분과 비슷한 맥락에서, 교수 문화 차원에서 학과 중심의 문화는

특히 승진 시스템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주전공 내에서 개인

이 높은 연구성과를 이루고 교육 요건을 채워야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융합연구를 하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박사를 받고 학생들을 가

르쳐 오면서 해왔던 연구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논문을 쓰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야죠. 그런데 융합연구를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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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완전히 새로운 그 분야에 논문을 낸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굉

장히 리스키하거든요, 많은 연구자들에게. 그러니까 일단 그 승진해야되고. 그

러니 일단은 좀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좀 신경을 써봐야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교수 A)

또한 Becher & Trowler(1987)에 따르면, 학계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

고 갈등하는 부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학 내 자원이 주로 학과 단위

로 구분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족은 주로 학과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 문화는 특히 새로운 영역을 시

도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학과 내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보다는 학과의 칸막이 밖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 즉, 기존의 학과 체계가 해당 학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기존의

성격을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할 때 학과의 관여 밖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공고한 학과제적

문화는 오히려 융합적 전공의 설치를 유발하기도 한다.

“열렬한 어떤 그런 분들이 자기의 뭐 최근의 관심에 대해서 이게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기존의 학과에서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을, 칸막이를 좀 쳐 놓으면은, 내가

과목 몇 개 개설하는 것보다는 나는 연합전공의 전공 주임이고, 그렇게 해놓으

면 어느 정도 영역 확보가 되어서 업무를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원 E)

제 2 절 융합적 전공 내 학습과정

연합전공은 최근인 2020년에도 2개의 연합전공이 설치되는 등 지속적

으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현재 연합전공의 이수자는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구체적인 학생들의 전공 진입 현황을 살펴보면 A, B, C 전공 모두 2015

년 이래로 꾸준히 진입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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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전공과 B 전공은 2018년 이후 정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있다.

　    전공명

연도
A B C

2015 35 33 14

2016 43 31 17

2017 44 26 20

2018 50 60 27

2019 49 60 26

2020 50 60 39

평균 45.2 45.0 23.8

출처: 서울대학교 학사과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표 4-13> 진입자 변화 추이 (단위: 명)

본 장에서는 특히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을 보고자 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앞서 분석한 조직맥락과 융합

적 전공의 학생 경험을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 학생들의

경험을 앞서 제시된 분석의 틀에 따라 교육과정 경험과 수업 경험, 동료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교육과정 경험

많은 경우 대학의 전공교육은 주전공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다전공을 이수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1, 2학년 동안에 주전공을 이수하고

3학년 이후에는 다전공을 중심으로 이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후반

부 대학 교육에서 다전공 교육과정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특히 다전

공을 이수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 수준을 대폭 감소시켜주는 학과에 재

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경험 가운데 융합적 전공의

비중이 주전공 못지 않다는 점에서 융합적 전공이 해당 학생들에게 미치

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 완전 몰아서 초반에 주전공을 다 들었었어요. 일학년 때 그 무조건 복수

전공하는 거 아닌 이상 단일 전공이 늘어난다는 소식 듣고, 나중에 제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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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교양이라던가 필수교양이라든가, 주전공필수

이런거 다 몰아서 들어놓고, 삼학년 때 진입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진짜 주전공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학기에 하나 듣거나 아예 안 듣거나.” (학생 V)

“주전공에 애정이 떨어진 거는 아예 1학년 때부터 떨어졌었고, 그래도 이수는

그 전과를 안 하고 어쨌든 이수를 하기까지 그래도 한 3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논문도 쓰고 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 채우고 나서부터는 아예

전공에 대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학생 S)

이러한 연합전공 교육과정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학생들이

연합전공을 이수하면서 경험하는 교육과정 특성은 크게 1) 넓고 얕은 교

육과정 2) 자체개설 교과목 수에 따라 상이한 교육과정 경험 3) 자기 설

계 전공적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가. 넓고 얕은 교육과정

융합적 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해당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넓고 얕은” 교육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연합전공은 다양한 전공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넓은 범위의 내용을 배우며, 특히

기존 교과목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해당 연합전공

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분야에 입문하고자 할 때 장벽을 낮춰주는 역

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전공은 정말 저같이 조금 애매한 상황? 애매한 상황에서 다양한 전공 과

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경영, 경제, 산공 연합이다

보니까 경영학을 선택하시거나 경제학을 선택하시거나 산업공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연합

전공의 한계겠죠?” (학생 W)

실제로 각 전공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이 얼마나 넓은 학과에 걸쳐 개

설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과목 개설 학과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4-21>과 같다. 아래의 표에 있는 교과목에 비추어 살펴볼 때, 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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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2개년 내 개설된 과목 중심

연합

전공
과목 분류 교과목 제공 주체 교과목 수 (과목)

A

전공필수

A 연합전공 2

주관학과 3

참여학과 1

전공선택
A 연합전공 28

주관학과 4

전공인정
주관학과 5

참여 학과 (27개) 63

B

전공필수 및 

선택

B 연합전공 2

주관학과 17

참여학과 1 15

참여학과 2 7

참여학과 3 1

유관 대학원 전공 1

참여학과 4 1

유관 전공 1 2

주관단과대 2

전공인정 전공주임 인정 교과목

C

전공필수
C 연합전공 3

참여학과 1

전공선택 C 연합전공 14

전공인정10)

주관학과 6

참여학과 1 3

참여학과 2 1

참여학과 3 1

참여학과 4 1

참여학과 5 1

참여학과 6 1

참여학과 7 2

참여학과 8 3

참여학과 9 1

참여학과 10 2

참여학과 11 1

참여학과 12 1

참여학과 13 1

<표 4-14> 연합전공 교과목 (2021년 1학기 기준)



- 104 -

공에서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전공에 걸쳐있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

며, 선이수 과목이 설정되어 있는 전공은 드물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해당 연합전공 내부에서 심화된 단계를 지향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복수전공이랑 다른 점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학과의 교과목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어느 정도의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으면서도 단점으로는 그

게 이제 어떠한 커리큘럼을 갖추지 못하고 좀 과목들이 대단히 흩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간다기보다는 뭔가 다양한 지식을 들

으면서 좀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는 조금 의

문점을 가지는 것 같고…” (학생 Y)

“뭔가 수업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전공들은 1, 2, 3, 4학년을 거치면서 쌓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수과목을 듣고 심화과목을 듣고 점점 그렇게 되면서

뭔가 완성형 인재로 커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전공은 다 수업들이 개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 S)

다만, 학생들은 이러한 전공의 특성에 대하여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인식하고, 복수전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깊이에 대비하여

연합전공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성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서 기존 학과의 다전공에 비하여 차별화된 연합전공의 장점이 드러나기

도 하였다.

“저는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저는 애초에 깊이 있는 학문을 추구하기 이전에 그

세 전공에서 배우는 기초 전공을 듣고 그걸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

기 때문에….” (학생 W)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과에 대한 전문 지식보다는 관심 가는 여러

분야를 다뤄 볼 수 있다는 그 다양함이 되게 매력 포인트여가지고 그래서 전

문성이랑 다양성을 되게 그중에서 고르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더 중요도를

두는 가에 따라서.” (학생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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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체개설 교과목 수의 영향

학생의 융합적 전공 내 구체적인 교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해당 전공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교과목 수이다. 앞서 교

과목 개설 현황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학과마다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교

과목 수 및 강사 활용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A 전공은 23개의 교과목을 개설한 반면에, B 전공은 불과 3개의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C 전공은 13개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이러한 자체개설

교과목의 차이는 각 전공이 가지고 있는 조직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

로 생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A 전공은 학과 차원의 전략적 지원 및 낮

은 조직구조의 복잡성, B 전공은 해당 분야 특성에 대한 교수의 인식, C

전공은 설치 당시의 교과목 제공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

였다. 이러한 조직맥락을 영향을 받아 개설된 자체개설 교과목의 수는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가장 풍부한 교과목을 제공하는 A 연합전공의 경우 각 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이 3개 이상으로 이론상 해당 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만으로도 4학기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A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연합전공에서 개설되는 전

공과목에 강한 중심을 두고, 자신이 해당 전공을 이수하는 목적 및 현실

적인 여건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 우선 강의 그 계획서를 보면 막 다루는 언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는 주로 그 언어, 그 코딩 그 언어를 보고 선택을 많이 해요.” (학생 Q)

“음 초반에는 명확했어요, UX나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수업? 다 중점적으로

많이 배웠었고 나중에는 연합전공이 학점이 너무 많아갖고 학점 채우기 용으

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될수록.” (학생 T)

즉, 해당 연합전공에서 풍부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주로 해당 연

합전공 개설 교과목만을 이수하면서 자신이 흥미 있는 세부적인 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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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듣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많은 교과목을 개설하는 C 전공의 경우, 처음 전공 개설

에 참여한 교수들이 꾸준히 교과목을 제공한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C

전공의 주임교수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 운영위원회 등 전공 관련 일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특정 교수들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같은 교과목들이 거듭 개설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C 연합전공에서도 해당 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만으

로도 4학기 안에 졸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의

영향으로 C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인정 교과목보다는 해당 전공의

교과목을 위주로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연합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이외에도 C 연합전공의 핵심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이 학내 여러 학과에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합전공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이 가장 융합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네. 열리는 거 위주로. 아무래도 다른 학과들보다, 아, 그냥 기준이 있다면 C

연합전공에서 열리는 수업을 위주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교과목

말고. C 연합전공에서 열리는 과목 위주로. (연구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좀 있

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단과대 수업들은 C 연합전공에서 인정은 되지만 조금

은 그냥,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좀 한 곳에 조금 이렇게 딱 치우친 느낌?”

(학생 Z)

즉, 해당 분야는 앞서 제시한 Lattuca(2002)의 학제성 분류 가운데

“학문의 격차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

에 자체적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이 해당 교과목의 목적에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B 전공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교과목의 수가 연간

3과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적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공 개설 경향은 교수의 해당 전공에 대한 인식에서 기

인하였다. 즉, 교수 B는 해당 분야가 Lattuca(2002)의 학제성 분류 가운

데 각 분야의 교차점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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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점을 지나는 해당 학문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다. 이에 근거하여 B 전공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경향을 살펴보면, 타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B 연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B 연합전공에서 나오는 수업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다른 수업들에 비해서

크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게, 어, 제가 ○○○○이라는 과목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선택하게 된 계기가, △△, △△, △△ 수업을

여러 가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였고…” (학생 W)

특히 위의 학생의 경우에는 B 연합전공의 성격을 인식하고 해당 주

제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해당 전공에서 학위 수여를 위

해 인정하고 있는 교과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합전공의 원래 목적에는 맞지 않으며, 앞서 교수 B가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의 새로운 수요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듯 자체개설 교과목 수는 각 전공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의

선택, 즉, 교육과정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

한 자체개설 교과목의 수는 단독적으로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 경향에 영

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해당 전공을 이수하는 목적과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연합전공 이수의 목

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다. 특히 C 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의 전공명에 흥미를 느끼고 전공을 이

수하게 된 학생들이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 연합전공의 특성상 여러 학

과의 교과목을 학위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설계 전

공적인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있다. B 연합전공의 경우

앞서 주임교수가 언급했듯 본래 취지인 공대 학생들에게 경영학적인 요

소를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아닌 해당



- 108 -

연합전공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해주는 교과목 군에 대한 흥미로 많은

학생들이 이수를 결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의 목적이 다양한 교과

목의 경험에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한 가벼운 입문으로써 연합전공

의 장점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자의 목적일 경우 자체개설 교과

목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수요가 발생하지만, 후자의 경우 별다른 수요

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다. “자기가 하기 나름인” 융합적 교육과정

학생들의 연합전공 이수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학생들이 해당 전공

에서 얻는 바가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일

반적인 전공 교육과정의 전공필수 교과목 비중에 비하여 연합전공 내부

의 전공필수 교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각 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 비중은 아래와 같다.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5개 대학 평균11)

※단위: 학점 수(%)
14.8 (32.8) 30.3 (67.2) 45.1 (100.0)

<표 4-15> 일반 전공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비중 (신정철 외, 2011)

연합전공 전공필수 교과목 비중(%)

A 33.3

B 0.0

C 25.6

출처: 각 홈페이지의 정보를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함

<표 4-16> 연합전공 전공필수 교과목 비중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양상은 앞서 각 학과가

11) 신정철 외(2011)는 4개 대학의 4개 학과(사회학, 역사, 컴퓨터공학, 화학)를 대상
으로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학점 비중을 각각 산출하
여 제시하였음



- 109 -

제공하는 교과목의 수에 따라 학생들이 해당 전공에서 교과목을 얼마나

선택하는지가 결정되는 것과는 또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전공 내에서 많은 교과목을 제공하는 A 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들의 경

우 해당 전공 교과목 내에서 일종의 트랙을 만드는 식으로 자신만의 전

문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되게 다양한 걸 하는 거 같은데 코딩도 배울 수 있고 영상도 할 수 있고 뭐

서비스 기획 같은 것도 있어요. 그니까 되게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

이는데 되게 자기 하기 나름인, 그런? … 그러니까 제가 막 이것저것 다 하나

씩 들으면 좀 전문성을 못키우는 그런 느낌인데 딱 뭔가, 나는 영상 해야겠다.

해서 딱 한 트랙을 펴면 또 잘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 (학생 R)

C 전공의 경우에도 학생들은 해당 학문의 융합적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자체개설 교과목 이외에 타전공 과목도 활발하게 인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더욱 개인화된 이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산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산림과학부 수업을 들어갖고 전공 인정을

받고, 어 나무나 숲 관리하는 쪽으로 진로를 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

제학이나 심지어 환경대학원 수업들도 인정을 해줘갖고 환경경제학, 자원경제

학, 에너지자원공학 수업을 들어서 자원경제학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

고, 아니면 경영학부 수업을 조금 해갖고 뭐 윤리경영, CSI 이런 쪽으로 진로

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학생 X)

반면에, 타전공을 통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의 비중이 높은 B 전공

의 경우 학생의 자발성이 해당 전공 이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발성 정도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해당 전공

을 “해석”하여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기도, 혹은 해당 전공의

성격을 다소 모호하게 인식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사실상 기술과 관련된 것만 한다거나 경영과 관련된 것만 한다거나

해도 전혀 눈치가 보이거나 이 전공과 별로 안 맞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

아, 이런 느낌을 받을 일은 없는 거죠?) 저도 이런 점에서 B 연합전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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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 저 같은 경

우는 주안점이 공학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경영이나 경제로만 들으시는 분

들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W)

“이 전공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진짜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만약에 이제 제가 다른 학과의 수업을 원해서 그 학

과의 수업 위주로 들었었다면 그쪽이 훨씬. 그 정도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는 전공인 것 같아요.” (학생 V)

즉, 일반적인 전공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가 설정되는 것과 달리, B

연합전공의 경우 전공이 인정되는 학과의 범위가 매우 넓다 보니 학생마

다 해당 전공을 활용하는 방식도, 이수하는 방식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연합전공의 경우 학생들이 해당 전공 전체를 알아야 해당 전

공을 제대로 이수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자신이 주체적으

로 선택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전공의 자율

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는 학생들이 주전공과의 시너지 혹은

융합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벽을 두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A 연합전공을 하면서 조금 저는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재미있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아 이런 관점에서도

현상을 바라볼 수 있구나.” (학생 T)

“또 A 연합전공을 하다 보니깐 완전 철학적인 사고 말고도 되게 컴퓨팅 사고

도 되게 중요하더라구요. 근데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었어요. … 철학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가 있어가지고 되게 밸런스가 맞춰진 사고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학생 Q)

“사실 더 좋은 점은 △△학(주전공)이랑 상호보완적인 경우가 많아서 되게 좋

은 것 같아요. 제가 △△학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론적인 부분

에서보다 △△학이 실용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경영, 경제와 같은 부분은 조

금은 이론적인 부분이 강한데, △△학에서 배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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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것들이 섞이는?” (학생 W)

그러나 이러한 높은 자율성과 가능성은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자신

이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호하게 생각하거나 주

전공과의 시너지를 찾기 어려워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해

당 전공 이수에 중요한 과목인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역량 수준에 따라

특정 교과목들이 아예 배제되는 방식으로 발현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A 연합전공으로 취업을 하고 싶기는 한데, 취업이 잘 안되기도 하고...

A 연합전공 만으로? 정확히 어떤... 업무라고 해야되나? 그거를 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A 연합전공을 나와서. 좀 막연한 것 같아요.” (학생 S)

“저는 수업을 들으면 말씀드렸다시피 ○○학과에서 이거, ○○학과에서 이거,

○○○○과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막 주워듣고 나면 나중에 가서 이게 조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 얕고 넓은 지식만을 갖게 된 그런 상태가

되는 학과라서…” (학생 V)

“다른 교과목 경우에는 기존 학과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저랑 시간표

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저와 난도가 좀 맞지 않아서 제가 선이수

과목을 듣지 않고서는 좀 듣기 어려운 교과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Y)

“사실 그 주전공이 인문학이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경영 수리라던가 통계 부

분이 이렇게 선행과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최대한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 V)

2. 수업 경험

융합적 전공에서의 수업 경험 역시 앞서 언급된 교육과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체 수업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즉, 자체개설 교과목이 많

은 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경험이 주로 연합 전공 및 교수진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타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는 연합전공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 경험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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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목에 따라 상이하다. 아래에서는 연합전공에서의

수업 경험을 1) 그룹 단위 활동을 통한 학습 2) 수준에 따라 다른 수업

경험으로 분석하였다.

가. 그룹 단위 활동을 통한 학습

면담에 참여한 연합전공 학생들이 자주 언급한 수업 방식은 그룹 학

습을 통한 수업이다. 그중에서도 연합전공 내에 개설되어 있는 수업이

많은 A 전공과 C 전공의 경우, 학생들은 수업 내에서 있었던 경험 중

그룹 단위로 이루어졌던 활동들이 해당 수업의 중심이 되었다고 말하였

다. 먼저 A 전공의 경우 학생들은 “프로젝트가 거의 전부”라고 언급할

정도로 팀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새로운 걸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전공이다. A 전공과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에 따르면, 경영학에

서 하는 팀플은 “분업”인 반면에, 해당 연합전공에서의 팀플은 “협업”의

특성을 띈다.

“경영대도 팀플이… 솔직히 말해서 경영대도 팀플이 많다고는 하는데 경영대

도 팀플이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A 전공에 비해서, 그들이 하는 건 약

간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약간 A, B, C, D 나눠서 PPT 만들어오면 그냥 합치

는 그런 수준인 거고, 그게 협업, 코어라고 생각하진 않고, A 연합전공은 협업

자체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일을 분담해서 맡기는 거고, 이거는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여서.” (학생 U)

실제로, A 연합전공에서는 실제 문제 해결 등 현실에 밀접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학생들 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의 수업을 개설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어려움도 경험하나 기존 주전공에

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던 수업 방식에 “재미”를 느끼고 많은 협업과 관

련된 많은 역량을 획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거의 다 뭔가 구상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냥 다 같이 좀 아

이디어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재미있게 느껴졌던 거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 113 -

이랑 되게 편하게 뭐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 그런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R)

“예를 들어서 게임을 제작해본다는 게, 내가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경험은 아

니잖아요? A 연합전공에서는 팀을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뒀

으니까 팀 프로젝트가 가능한 점인데,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다, 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 U)

C 전공의 경우에도 팀을 중심으로 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전공에서 다루는 주제가 실생활과 유리되지 않은 주제인 만

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

이 많다. 수업은 팀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된 문제 혹은 주제에 대해 탐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학생들이 이제 연구 주제를 잡고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소논문을 작성하는

형태의 텀 프로젝트가 일반적이었던 거 같구요, 연구 주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부의 일회용컵 규제와 관련돼서 소비자 인식이 어떠하고, 그 소비자

의 인식이 실제로 이제 환경부가 의도한 바와 맞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정책과

정합하는지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학생 Y)

“저는 ○○○○○ ○○○ ○○라는 수업에서 했던 팀 프로젝트인데 그 팀 프

로젝트가 이제 화장품 용기, 플라스틱 재활용 중에서도 화장품 용기와 관련해

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 아무래도 직접 방문을 하고 이렇게 직접 발로 뛰

는 그런 프로젝트여서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학생 Z)

특히 C 전공은 전공 자체의 학제적 성격에 더하여 특정 계열의 학생

들이 중점적으로 이수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전공 출신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

었다.

“저는 공대생인데, 공대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 전공에 들어오니까 팀 프로젝트가 거의 한 과목 당 하나씩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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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데 아무래도 다 이제 전공 진입한 학생들이 다 ○○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들이니까 ○○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되게 다른 사람들, 팀 프로젝트

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생각들을 만나볼 수 있어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학생

Z)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연물이 있고 그거를 바라본 과학자가 있으

면, 그 과학자 시선으로 자연을 단방면적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공부하면서는 그렇게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

니라 여러 개의 시선에서,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인터뷰를 해봐야 되고 하는 그런 점들이 제가 더 넓게 좀 세

상을 이해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Y)

다만, B 전공의 경우 학생들이 타 학과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연합전공 내에서의 수업 경험을 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우연히 팀 프로젝트가 많은 수업에 참여하기

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되었듯, 융합적 학습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확

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Klein &

Newell, 1997). 그런 점에서 각 연합전공에서 자신의 주전공과 연합전공

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연결하는 경험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융합

교육의 교수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경우이다. 다만, 각 전공에서는 교수

법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별도의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도된 효과로 보기 어렵다.

나. 수준에 따라 다른 수업 경험

연합전공의 경우 일반적인 학과처럼 기초부터 심화에 이르는 계열적

인 교육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학생의 주전공 및 사전지

식 수준에 따라 같은 수업에서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 특히, 과목 선

택에 있어서 개인의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으로 동일 수업 내에

서도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자신의 주전공과 상이한 영역에 속해있는 계열의 과목을 수강할 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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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다른 과에서 오신 전공생들 보면 이미 충분히 선행 지식이라든지 다 선행학

습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다 기본이 되는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

혼자만 거기에서 배우는 내용, 딱 수업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아등바등 외워

서 하는 느낌이라서 이게 정말 알고 하는 게 아닌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

었어요.” (학생 V)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수학이 공대 같은 경우에 기초 교양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다 보니까, 필수교양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시니까 아무

래도 조금, 그런 필수교양을 안 들었던 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따라가기 어

려운 부분도 있었고…” (학생 W)

“제가 막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코딩을 아예 몰라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알면

조금 팀플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거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

셨거든요. 막 아는 만큼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약간 코딩 예습을 해보고 그랬거든요.” (학생 Q)

실제로, 연합전공은 일반적인 학과에서의 전공과정과 같은 수준의 계

열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과목이 별도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난이도 차

원에서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여러 과목들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교수 A에 따르면 이러한 점은 다른 여러 연합전공도 공유하고 있는 특

성이다.

“연합전공이기 때문에 이쪽 학생들도 레인지가 되게 다양해서 그걸 좀 더 어

드벤스드 한 것까지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하고있는 것들도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이기는 하죠.

이건 모든 융합 전공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데, 참 그러네요.” (교수 A)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각 연합전공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과의 교

육과정에 준비가 되어 있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융합적 교육과정의

내재적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선행학습 수준에 따른 동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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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이한 학습 경험은 학생마다 다른 학습 결과를 획득하는 결과를 낳

기도 한다.

“공통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다들 약간 너무 자기가 관심 있는. 그 팀플을

해도 관심 있는 분야만 계속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뭔가를 갖추는지는 잘 모

르겠어요.” (학생 T)

3. 동료 환경

동료 환경은 학부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Astin, 1993: Terenzini & Reason, 2014에서 재인용) 가치관, 신념, 태

도, 기대 등에 있어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이고 규범적인 체

계를 내포하고 있다(Terenzini & Reason, 2014). 융합적 전공과 관련한

동료 환경은 첫째로 융합적 전공의 진입에 미치는 주전공 중심의 동료

환경과, 융합적 전공에서 함께 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이수생들 중

심의 동료 환경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가. 주전공 동료 환경의 영향

학생들이 행정적으로 각 학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속학과 혹

은 단과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학과가 서로 다른 목적과 전

공 이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속학과의 정책 혹은 분위기에 따라

융합적 전공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이하다.

“선배들이 A 연합전공을 하고 계신 선배들 몇 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런 거랑 전공 박람회에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학생 U)

“(연구자: 혹시 주변 친구들도 많이들 연합전공 알고 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의 과 친구들은… 동기들은 아니었고 선배, 12학번 선배가 있었어요. … 근

데 진짜로 그래서 그 오빠가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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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학생 P)

학생 P은 소속되어 있는 사범대학의 경우 교원 양성이라는 목적을 표

방하고 있는 탓에, 해당 단과대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융합적 전공 등

다전공에 노출될 기회가 적으며 심리적 장벽을 느꼈다. 다시 말해, 해당

집단이 대학에서의 학습 및 진로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규범이

있고, 학생은 주전공 내의 다른 학생들은 다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이

규범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동일 집단 내에서 이미 그러한 선택을 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학생은 비로소 연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

다.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가진 단과대로는 의약학 계열도 있는데, 앞서

제시된 표 24에서 실제로 해당 계열 학생들의 연합전공 참여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하게 직업 교육적인 성격이 강한 공학 계열의 경우

공학 계열의 연합전공 이외에 다른 연합전공에는 비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Weidman(1989)은 같은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동

료 및 교수진이 일종의 규범적 압력을 행사하며 그 결과 해당 전공에서

강화 혹은 보상되는 교육 목표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학의 다전공과 관련해서

는 오히려 학문적인 가치나 행동 방식의 측면보다는 해당 집단의 암묵적

규칙이, 교수진보다는 또래 학생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나. 융합적 전공 내 동료 환경의 영향

연합전공은 개인의 자발성에 의해 선택적으로 진입하는 것이며 입학

시보다 분명해진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전공에 대해 어느정도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공 구성원이 형

성된다. 이에 따라 면담 참여자들은 연합전공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전공 수업보다 더 높은 적극성 혹은 “열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면접, 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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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 해당 전공에 대한 흥미를 밝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한다. 각

전공의 구체적인 선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전공명 A 전공 B 전공 D 전공

선발 절차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성적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출처: 면담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4-21> 연합전공 선발 과정

위에 제시된 절차 등에 따라 연합전공에는 기본적으로 흥미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선별된 인원이 진입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는 학생들의

적극성을 유발한다.

“아무래도 선택해서 들어온 전공이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학과도 선택을

해서 들어왔겠지만, 저처럼 점수 맞춰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런데 연합전공 특성상 면접도 보고, 자소서도 쓰고 하면서 그래도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학생 S)

“제 생각에는 관심이 있어서 진입, 이게 연합전공이 아무래도 제가 신청을 해

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원해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다들 그리고 다들 일단

제가 느끼기엔 연령대도 굉장히 학번도 굉장히 높다고 느껴져서 네. 그래서 다

들 좀 열심히 참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학생 Z)

특히 이러한 열정적인 참여자 특성은 앞서 수업 경험과 관련하여 언

급된 팀 학습이라는 연합전공 내의 교수 특성과 결합하여 더욱 긍정적으

로 발현된다. 팀 학습의 특성상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다양

한 역량 수준을 가진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학생들은 서로를 통해 배

우고 “기존에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제일 시초는 제 아이디어였지만 그 ○○으로 구현이 되는 느낌이 좀 진짜 달

라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얹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을

했던 범위를 넘어가요.” (학생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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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생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거나 자극을 받고 있다. 특히 위의 사례는 거듭 언급되었듯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융합적 교육 공동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Klein & Newell, 1997). 그러나 B 연합전공의 경우 전공생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연합 전공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려

운 환경이다. 이는 일반적인 복수전공 등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연합전공 이수자가 일반적으로 복수전공 이수자들보다 더 적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독강을 더 많이 듣는 편이라서 아는 분이 정말 거의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떤 전공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어렴풋이 교수님이 산업공학과 전공생

얼마나 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거 보고 아 전공생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정도만 아는 것 같아요.” (학생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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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제 1 절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

1. 융합적 전공의 구조적 제약

앞서 이루어진 연합전공 운영 조직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합전공은 학칙상 교육과정 단위이며, 실질적인 운영

은 운영위원회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운영위원회 조직을 통해

관리되는 과정의 지위, 자원확보 방식, 행정지원, 각 책임 주체의 권한 및

의무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전공마다 자체 교과목 개

설 수준, 주임교수의 역할 및 임기, 운영 교수의 범위 및 역할, 행정지원 주

체, 제공하는 교육과정 특성 등이 상이하다. 특히 운영위원회 조직을 설치하

는 것이 학칙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실질적 공식성이 낮다. 이러한 점은 관련 사항이 고등교육

법 및 학칙을 통해 비교적 잘 명시되어 있는 협동과정(김소현, 2017)과 대

비된다. 공식화는 규칙을 통해 조직의 서로 다른 부분들 간 지식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관점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며(Cohendet et al.,

2004), 조직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협업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

서(Cordon-Pozo et al., 2006)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러나 연합전공의 낮

은 공식성은 특정 소수에게 대부분의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연합전공 간 차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합전공 조직은 일반적인 학과에 비하여 수평적 분화 정도가

높은 조직이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다. 연합 전공에 참여

하는 교수들은 다양한 학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교수가 자신이 소속된

학과에서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수평적 복잡화 수준이

높다. Tolbert & Hall(2009)에 따르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전문화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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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과정에서 소통 및 조정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서 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나, 잘 관리되었을 경우 오히

려 더 높은 혁신성을 초래한다. 그러나 McHenry(1977)는 융합적 전공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필요로 할 뿐더러

이러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14개

학과로 구성된 C 전공의 경우 운영 교수들 간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어

려움이 있다.

“힘든 점이 많이 있죠. 운영위원회를 해도 잘가닥 모이지가 않아요, 너무 많으

니까. 14개 학과 대표들을 모두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데.. 그 학과 대표들을

한 분씩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한 학기에 한두 번을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요.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고, 또 참여, 관심도도 좀 차

이가 있고.” (교수 C)

그러나 Tolbert & Hall(2009)이나 McHenry(1977)가 융합적 전공을

운영하는 교수진 간 합의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에 비해, C 전공에서는

운영위원회에의 참여 및 관심 수준이 낮은 것부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는 점에서 더 근본적인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 연

합전공 참여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합전공의 운영위원회는 주임교수와 운영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임교수만이 “보직교수”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바탕으로 해당 연합

전공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임교수는 해당 연합전공의 주관학과

의 소속 교수라는 점에서 해당 연합전공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커리큘럼과 관련된 결정이 교수들의 연구 분야 및 해

당 전공 내 입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반

면, 연합전공 내에는 해당 전공 자체에 임용된 교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주임교수의 영향력은 더욱 극대화

되어 나타날 수 있어 주임교수의 집권화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설치 과정에서는 학내 전 단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위원회를 거친다는

점에서 합의제적인 대학조직의 성격 또한 드러난다. 이러한 운영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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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권성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렵

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 즉, 수업을 하는 강사 등이 해당 과정의 운영위원회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최선의 선택을 하

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리하면, 연합전공 조직은 전반적으로 공식성이 낮고, 복잡하고, 집권성

수준이 높은 조직이다. 수평적 분화 수준이 높을 때 조정과 통제를 위해 공

식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석홍, 2003). 그러나 본 조직은

오히려 공식성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조정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복잡성이 높을수록 집권성은 낮아지게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오석홍, 2003), 연합전공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

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임교수의 집권성 수준이

높으며 그런 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연합전공 조직은 낮은 공식성 수준으로

인하여 연합전공마다 매우 상이한 수준의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즉, 연

합전공 조직은 조직 내 과업 수행을 위한 조정의 기제가 필요한 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연합전공 조직을 포함한 대학조직이 갖는 조직화된

무질서적 특성으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관학과 내

교수들 간에도 해당 연합전공을 지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

다는 점에서 연합전공에 대한 불분명한 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원활

한 자원 공급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연합전공 내 교육 및

운영에 참여하는 주임교수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보장할 수

있으나, 해당 주제에 대한 다학제적 전문성이 있는지는 다소 모호하며, 특히

해당 전공의 교육을 위해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모호한 기

술의 특성이 나타난다. 즉, 교수가 운영위원회의 주체가 되나 실질적으로 교

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각 교수가 해당 연합전공에서 다루는

학제적 주제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교수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것인지 모호하다. 마지막으로 해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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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가 의무적이지 않으며, 직접적인

수업 참여 여부도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조정이 필요한 연합전공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대

학조직이 가지는 특성이 결합되어 조정의 역할이 기대되는 운영위원회 조직

이 실질적으로는 활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2. 학과제 내 비학과 조직의 한계

학과는 대학의 주된 교육 및 연구단위이다. 먼저, 교수에 대한 학과 중심

의 평가 및 인정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교수들의 임용 및 승진 단위이 학

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책임 수업 시수 또한 기존 학과를 중심으로 형

성되어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성상 교수진이 연구

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해오던 분야를 계속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다른 분야

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저해하는 기재로 작용한다. 교수에 대한 평가 시스

템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보다는 연구, 교육 중에서도 학과 내 교육에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

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학과 중심 행정은 단과대에서 학과로 이어지는 자원 배분 체계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수 C에 따르면 연합전공은 자체적으로 학생

을 선발하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원활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

며, 강사나 강의실의 확보를 위하여 소속학과 및 단과대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은 연합전공에 소비되는 자

원은 타 단과대 소속의 학생 및 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주관 단과대 책임이 아니라고 인식한다. 동시에, 대학 본부 역시 연

합전공의 운영 책임이 본부가 아닌 주관 학과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가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김위정 외(2013), 진명화 외(2020)가 언급한 것과 같은

융합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문제와 궤를 같이하며 더 큰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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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상연, 구연희(2003)가 언급한 학과제의 폐단과도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러한 학과제 구조 내 연합전공 조직은 대학조직이 갖는 이완조직으로

서의 특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일차적으로, 해당

조직에서의 학습의 결과에 대한 인정이 학교 차원의 학위 수여로 이루어지

지만, 다른 여느 학위와 같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부

재하다. 이는 일차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교육 및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교육 및 학생의 학사 행정과 관련된 업무들은 학과를 통해서 이루

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연합전공의 경우 이수 과정상으로는 독립된

전공으로 인정을 받는 반면에, 실질적으로는 상시 작동하는 교육과정 관

리 및 행정을 위한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수하는 학생들의 목

소리를 대변할 주체가 부재한 것에서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 전

공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교육과정 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수하는 학생들

이 원하는 것이 자유로운 교육과정의 이수였다는 점에서 기존 커리큘럼

의 유지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목표와

다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대응할 기

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합전공 교육단위의 목적성에 맞는 교육

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연

합전공의 특성상 모집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인원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충분한 학생의 확보, 즉, 학

생들의 “수요”가 있으면 해당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요가 해당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의 융합교육 정책은 자유시장주의제에요. 자유시장주의라고. 학생

들한테 인기 좋아서 뭐 인기 좋고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하고, 그

렇지 못하면은 알아서 폐쇄하라는 얘기에요.” (교수 C)

특히 이러한 불충분한 관리의 측면은 설치와 관련하여 특히 두드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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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언급되었듯, 연합전공의 설치는 전적으로 특정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수 집단 혹은 특정 학과의 의지로 촉발된다는 점에서 상향적이다.

이후 어떤 학과가 주관을 할 것인지, 교육과정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 등의 측면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융합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운영과정에서 최초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수 명단이

확정된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교내에서 해당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꾸준한 갱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최초 설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운영되

고 임기 후 동일 학과 후임 교수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서 운영위원회 소속 교수의 관심 분야가 변화하거나, 해당 전공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인력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

다. 특히 3년마다 학교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지나, 각 연합전공에서 평가

를 잘 받고자 노력할 유인이 크게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해당

단위 밖에서 해당 단위에 미치는 영향 혹은 환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반대로, 연합전공 교육단위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성과 혹은 혁신이

역으로 기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문제는 그 실험의 결과를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역으로? 근데 이 계속 실험

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전공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

으면, 그리고 그런 목표로 연합전공 운영을 하면은 이 교육의 결과들을 계속

받아서 확산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요…” (교수 A)

Orton & Weick(1990)에 따르면, 대응성(responsiveness)과 특수성

(distinctiveness)은 시스템의 결합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구체적으로, 대응성과 특수성 모두 부재한 경우 해당 단위는 실제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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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아니며 비결합 시스템(noncoupled system)이다. 반면에 대응성

없이 특수성만 있는 경우 분리된 시스템(decoupled system)이며, 대응성

과 특수성 모두 존재할 경우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loosely coupled

system)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기존 단위가 연합전공에

대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며 반대급부도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매

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은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합전공

은 환경 변화를 비교적 유연하게 흡수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 단위로부

터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직 단위의 유연성을 토대

로 충분한 효과성이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하면, 융합적 전공 단위는 이완조직으로서의 대학조직의 특징이

극대화되어 나타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평가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전공

의 교육에 대하여 관여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해당 전공에서 시도된 바가

학과 등의 기존 교육단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 특히 융합적 교육

단위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반응성

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 전공의 변화는 교수진의 자발적인 의지에만 의

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

로 기존 교육단위와 융합적 교육이 교육의 질 보장 및 혁신의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프로그램적 구조로서의 융합적 전공의 역할

교수 A는 기존 학과 내에서는 “정해진” 강의가 있어 교육과정에 큰

변화를 주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대학에서 새로운 분야 혹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McHenry, 1977).

Gumport & Snydman(2002)는 기존의 학과에서는 전공학문을 유지 및

고수하려는 교수 집단의 특징으로 인하여 기존의 교육과정을 유지하거나

소극적인 변화만이 시도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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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학교라는 조직도 이제 전통

적인 영역들이 있고, 새로운 영역들이 있고. 그 새로운 영역들이 좀 확장이 되

게 되면 갈등 요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걸 잘 조화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 A)

국내 대학에서의 대학 교육과정 결정 과정을 연구한 임은정(2007)은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교수들의 영토주의로 인하여 교

육과정이 잘 변하지 않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기존의 학과에서

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나 융합적 전공의 경우 실제 강의를 담당

하는 교원 다수가 전임이 아닌 비전임이기 때문에 전공 이기주의 혹은

교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특히 적은 자원으로 쉽게 만들어졌다가

쉽게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손쉽게 새로운 분야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장

점도 있다.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춰서, 기존에 학과 체계는 경직되

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보니까 사회 수요가 기대만큼

아니더라 하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 건데 그런 걸 워낙에 진행이 이

루어지거나 하기에는 학과에 소속된 그런 여러 가지 기존의 질서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직원 E)

이러한 연합전공이 기존 학과에 비하여 가지는 특성 혹은 이점을

Gumport & Snydman(2002)의 대학 내 조직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이

해할 수 있다. Gumport & Snydman(2002)은 대학 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구조 유형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구조를

관료적 구조(bureaucratic structure)로 개념화하고 단과대, 학과 등을 포

함하는 관료적 구조는 대학이 사회적 기관으로서 가져야 하는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프로그램적 구조(programmatic

structure)에 포함되는 학위 프로그램은 더 적은 비용으로 교수진의 관심

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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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사회적 수요나 변화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

다. 이 분류에 따르면, 연합전공 조직은 후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

이다. 즉, 연합전공은 기존 학과 단위 만큼의 자원을 배분받는 조직이 아

니기 때문에 해당 전공의 설치를 주도한 교수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자

유롭게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학과

와 달리 해당 전공에만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학과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을 시도할 수 있

다. 관료적 구조에서의 교육과정은 여러 교수들의 전공 영역에 따라 “세

팅”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연합전공에서는 운영위원회 교수들 간의 논의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기존의 학과보다 유연하게 할 수가 있는 게, 학과는 여러 선생님들의 전

공 영역에 따라서 세팅이 딱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강사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유연하게 가능한 것 같아요.” (교수

A)

종합하면, 융합적 전공은 프로그램 구조의 하나로서 대학의 사회와의

조응 및 항상성(stability)을 보장하는 관료적 단위인 학과의 한계를 보완

하는, 즉, 사회적 수요나 변화(change)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것

이다. 그러므로 융합 전공의 비학과적 조직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융합적 전공의 학내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제 2 절 융합적 전공 내 학습과정

1. 융합적 전공의 조직특성이 학습과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결과, 융합적 전공이 처해있는 조직적 특성은 융합적 전공을 이

수하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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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제표 작성 과정에 다양한 학과의 영향력이 행사된다. 교육과정의 특성

상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과들이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한 주제를 다루는 여러 학과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제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교수 및 학과가 포함되거나 혹은 유사한 교과목이 이미 존재할

경우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즉, 기존 학과들의 틈바구니에서 전임 교수

가 없는 단위는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이 보장되기 어

렵다. 둘째, 자원의 부족으로 새로운 시도가 지양되며 학사 운영이 어렵

다. 앞서 언급되었듯, 대학 본부에서는 연합전공을 매우 유연한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 연합전공은 학생들이 소속되는 단위가 아

니라 교수의 의사에 따라 쉽게 개설되고 폐지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책

임이 주임교수 및 주관학과 측에 있는 교육과정 단위이다. 이러한 인식

은 연합전공 단위에 대한 불규칙적이고 낮은 수준의 자원 배분으로 드러

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합전공은 행정인력 및 교원을 자체적으로 확

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주관학과 및 단과대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는 자체 교과목 개설 등의 새로운 시도를 지양

하고, 기존 교과목을 활용하는 등의 보수적인 경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Augsburg & Henry(2009)에 따르면, 자체개설 교과목 및

해당 전공 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수가 많을 경우 강력한 프로그램

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의 경우 약한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자체개설 교과목 확보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해당 전공 내에서의 교수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임 교원이 연합전공에 비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학

조직의 높은 분권화 수준으로 인하여 교원의 강의 시수 인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각 학과 및 단과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연합전공 단위에서의

수업을 수업 시수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임교원의 강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별도의 재원 없이는 근로장

학생이 행정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풍부한 활

동들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자체적으로 임용된 교원이 없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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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조정을 전담할 인력이 확보되기 어렵다. 특히 연

합전공의 경우 전공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활용될 비중이 높은데,

동시에 다양한 전공의 교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내용상 조

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다만, 주관학과의 지원 등으로 인하여 해

당 연합전공에 주임교수가 투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확보될 경우, 오히

려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의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 교육단위는 특정 교

수가 자신의 전공 분야의 교과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비

학과적 단위에서는 이에 대한 유인이 낮아 교과목 유동성이 커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섯째, 각 학과 단위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임용

된 교수진이 일종의 겸무교수로서 해당 전공의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융합적 전공에 대한 인식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이 세부적인 학과가 많을 경우 교수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

구 및 교육을 추구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손충기. 2006). 이렇듯 자신

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과 단위에 채용된 교수들의 경우

융합적인 분야 보다는 오히려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추구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융합적 단위 자체에 채용되

었을 경우에 비해 융합적 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우

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들 간에도 융합적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자 해당 전공의 목표나 의의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Lattuca et al., 2009). 이는 쉽게

체계가 없는 커리큘럼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효과적인 커리큘럼

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사 TO 확보 등 학사와 관련된 의사결

정이 주임교수 및 주임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와 단과대학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학문의 관점이 교육과정에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른 학과에 소속된 교수와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동일 단위 교수와의 협력 및 조정이 훨씬 쉽기 때

문이다. 또한 해당 주제와 관련이 있는 과목 혹은 학과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단위에서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관학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



- 131 -

이 높다. 종합하면, 융합적 전공단위는 해당 단위에 임용된 교수진이 없

어 학과제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자원 수준, 낮은 참여도, 불확실한 기술 등으로 인

하여 학과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

에서 해당 교육단위의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학과 차원의 지원

을 보장하고 외부 자원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은 융합적 전공의 교육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학과 중심의 수업 개설로 인한 기존 교과목과

자체개설 교과목 간의 연계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해당 전공 내에서의

심화를 위해 연합전공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교과목 이외에 기존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활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존 학과의 교과목 수강을 통한 융합적 지식의 확장이 쉽지 않다. 이는

현재의 엄격한 학과제에서 기존 교과목들은 타전공과의 연계성이 아닌

각 전공 내의 사정에 따라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정철

외(2011)에 따르면 기존의 우리나라 전공 교육과정은 “심화전공”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과정 구성에 분과학문의 영향이 크며, 심화 과정

간의 위계적 연계성 또한 낮다. 현재 학부 교육과정은 대학원 과정의 영

향을 받고 있으며, 기존 전공 교과목들이 해당 교과목 내에서의 심화에

대한 준비의 목적 등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학과와 계열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이러한 학부 수준의 전공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였

을 때, 연합적 전공에 특정 학과의 교과목이 “제공”되는 것은 실질적으

로 연합전공의 주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을지언정, 기대하는 연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는 힘든 구조이다. 즉, 각 분과 학문에서의 심화는

해당 연합전공의 주제에 대한 심화를 돕기보다는 해당 학문에의 심화에

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연합전공의 주제를 탐색하는 데에 필요

로 하는 지식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연합전공

내 자체개설 교과목 역시 서로 다른 전공 교수들의 개인적인 참여를 통

해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서로 연계되거나 계열성을 갖기 어렵

다. 연계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전공 분야의 과목을 수 개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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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앞서 학생 V가 언급하였듯 “조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연합전공의 조직적 특성은 연합전공이 갖는 융합적인 교육과

정을 매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Lattuca & Stark(2011)이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의 학사 계획(Academic plans in sociocultural

context) 모형을 통해 나타낸 영향력의 경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관

의 영향과 연합전공이라는 교육 조직 단위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

시에 대학의 목적이나 교수자 특성 등이 교육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만 교육의 성과에 대한 환류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고등교육 내 융합교육과 융합적 전공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융합적 전공과 관련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로, 해외와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해외의 융합적

전공이 주로 여성학, 환경, 지역학, 국제관계학 등 현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Brint et al., 2009), 본 연구의 대

상이 되는 전공 및 다수의 국내 융합적 전공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

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 국내

의 융합적 전공 설치와 관련된 노력이 국가 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을 중심

으로 하향식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오찬숙, 2015). 둘째, 다수

의 해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제성 분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외의 연

구에서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국내의 융합적 전공은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각 학문 영역간 통합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각의

영역이 영역 간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분절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수 및 학교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

지만 자원의 한계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융합 교육 내 융합의

수준 혹은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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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가 이

후 연계전공, 설계전공, 융합전공 등 더 적극적인 학문 간 결합을 시도하

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공선택기회 다변화 정책과 융합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동일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듯, 학과 간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단순히 특정 두 학

과의 교육과정의 합으로서 기존 교육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은 실

제 일어나는 교육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인 이해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기존의 교육기회 다변화 정책과 융합교육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유

사한 맥락에 있으며, 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

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의 융합적 교육을 위한 교수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융합교육이 일반적인 전공 교육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융합적 교육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

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 어떤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이경화 외, 2015). 특히, Klein &

Newell(1990)에 따르면 융합적 학습을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관심과 다

양한 관점을 공유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면담 결

과 교수진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Homan, 1950: Weidman, 1989에

서 재인용)에 비해서 실제 상호작용 빈도 및 강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합전공과 같이 자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

는 경우, 학생들 간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된다. 실제

로 연합전공 이수자 간 상호작용 수준은 다소 임의적이이며, 주임교수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강사들의 교수법 선택, 학생들의 수업 선택, 행정

인력 확보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또한 융합적 전공의 구성을

위해 참여하는 학문 간 통합의 과정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Newell, 1990),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나 노력이 충분하지 않

다. 이런 점에서 연합전공 공동체를 통한 융합적 교육 활성화를 위한 별

도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교육과정 내에서

의 교류를 통해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법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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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양한 팀 중심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

히 연합전공의 특성상 수업 선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호작

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 교과목들을 팀 프로젝트형으로 설계하는 등

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융합적 교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팀티칭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팀티칭은 참

여하는 교수자들 간의 소통 정도에 따라 교수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Dyrud, 2010) 교수들 간의 교류 또한 촉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Newell, 1990) 효과적인 융합적 학습을 위하여 수업 이외에 다양한

특강 등의 기회를 통해서 공통의 주제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융합적 전공의 비일관적 효과

학생들이 융합적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 학문 분야와

차별화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연합전공이 여러 전공

의 연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단위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을

큰 기회비용 없이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

다. 해당 전공 자체 개설 교과목을 중심으로 듣든, 다른 학과에서 개설되

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듣든 기존 전공 단위에서 한 전공에 집중하던 것

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합전공은 기존 전공에 대한 선

호가 낮거나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해주

고 있다. 실제 면담 결과, 자신의 관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주전공 내

에서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한 분야의 연합전공을 통해 보

완하려는 경우가 많다.

“아, 주전공은 아무래도 ○○○○○○학과라는 이름을 보고서 이제 뭔가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분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까지 학과가 석유나 지하자원 탐사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

금 맞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학생 Z)



- 135 -

“제가 UX/UI 디자인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과(주전공)

진입하고 나서? 근데 또 개발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는 수업들이

A 연합전공에 있다고 처음 듣게 되었고. UX/UI 수업이 ○○○○○과에는

없거든요.” (학생 T)

즉, 학생들은 기존 학과가 현실 세계와 관련된 최신의 주제들을 충분

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합전공

이수를 선택하였다. 연합전공은 여러 학과를 “연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서울대학교, 2020) 실제로 학생들은 연합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이

기존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비해 현실 세계와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

하였다.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회화가 아니고서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는 과목은 일단 회사를 들어

가거나 아니면 제가 진짜 회사를 차린다거나 어떤 경우에도 실용적인 경우

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학생 W)

“되게 좀 현재 진행형의 국제사회 기조, 그리고 산업군의 변화를 알 수 있

다는 점에서는 그 연합전공에서 얻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X)

“B 연합전공을 통해서 ○○○○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대 수업도 들

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기존에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

에 조금 더,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었고…” (학생 W)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 기존 학과에서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분야를 프로그램 구조의 하나인 연합전공 교육과정에는

더 쉽게 반영할 수 있다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교원 중

심으로 구성된 기존 학과 조직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세하나, 융합적 전공의 경우 실제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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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임이 아닌 비전임이기 때문에 전공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

야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실

제로 기존 학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설치된 A 전공 주임교수의 경우 이

러한 장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전임 교원 비중이 높은 A 전공 학생

들 또한 현업자가 많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서울대는 굉장히 큰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기 어려운 조직이거든

요. 그런데 연합전공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전공, 그러니까 실

험을 해볼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전공에서 이제 그 기존

에 가지고 있던 전공의 벽 안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들을 연합전공에서 많

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교수 A)

“저는, 실질적인 조언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업에서 일한 자의

눈으로 본 현실적인 조언이라던지, 기술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학생

S)

즉, 연합전공은 학생들이 기존 학과를 통해 충족하기 어려웠던 관심

이나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사회 변화를 반영

하고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 교육과정에 들어오기 어렵던 영역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실제로

융합교육의 목적이 현실 세계와의 접목에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변화

하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함과 동시에 정책 목표 또한 어느 정도 달

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연합전공 활용과도 관련이 있

는데, 최근의 취업난과 학문 중심적인 대학의 분위기 속에서 학생 Q, 학

생 W 등은 연합전공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연합전공을 이수하게 되었다. 그 이외에도 본인의 주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새로운 취업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합전공

을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로 학생들은 실제로 새로운 진

로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역량을 획득한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해당 전공에서 시의성 있는 지식 및 역량을 실제로 함양하고, 이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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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턴, 스터디, 취업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융합적 전공과 관

련된 정책 목표와도 유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앞서 언급된 유연한 교육과정의 영향으

로 학생들은 다소 임의적인 학습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교육의 관점에

서 융합적 교육단위의 목표는 결국 융합적 학습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주전공으로 하는 학문과 연합전공에서 다루는 학문 간의 융합이

일어나거나, 해당 연합전공 내 다양한 학문 경험을 통한 융합이 일어날

수 있다.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일부 학생들은 전자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전공의 장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연합

전공을 추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의 폭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였는데, 자신의 주전공의 장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연합전공을 선택한 경우이다. 즉, 해당 전공에 진

입한 후 “우연히” 혹은 “계획에 의해” 융합적 관점을 갖게 되었다기보다

는, 융합적 학습이 학생 개인의 사전 계획에 의하여 “의도된” 것이다. 반

면에, 주전공에 대한 낮은 흥미로 인하여 도망치듯 연합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연합전공에서 배우는 내용과 주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을

아예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거나 융합의 필요조차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주제를 다루는 전공의 학생들은 해당 전공 내에

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당 주제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연합

전공 내부에서의 융합의 경우 개인 의지에 비해 해당 전공의 커리큘럼의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해당 전공 내 커리큘럼이

얼마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

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당 전공 내 자율성이 높은 경우에는 여전히 학생 개인의

의지나 정보력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연합전공에 대해서 높은 자율성의 측면을 인식하는 것은 자

기설계전공과 유사한 이유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연합전공은 교수진들이

수요 혹은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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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일정한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자기설계전공과 차별

된 교육과정 체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자기설계전공은 본인이 주도

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수진들로부터 체계성 등의 측면에서 승인

을 받는 절차가 존재하는 반면에, 연합전공은 해당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들이 높은 자율

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해당 전공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이후 진로를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연합전공의 장점을 “다양한 학문에의 입문”이라고 하였는데,

동시에 해당 전공 내에서 심화는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다양한 학과의 교수들이 참여하면서 각 전공에서 한두 과목

정도의 과목이 “제공”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심화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이다.



- 139 -

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학부 수준의 융

합적 전공이 처해 있는 조직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맥락이

실제로 전공에서의 융합적 학습에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서 서울대학교의 3개의 연합전공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

였다.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고 각종 공식 및 비공

식적 문헌을 검토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융합적 전공의 구조적 특성을 복잡화, 공식화, 집권화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융합적 전공을 운영하는 주체인 연합전공 운영위원회

는 공식화 수준이 낮고, 복잡화 수준이 높고, 집권화 수준이 높은 조직으

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연합전공은 여러 학과 교과목을 제공하고, 운영 교

수 또한 다양한 학과에 대한 소속을 바탕으로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잡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에, 운영에 참여하는 교수진의

역할 및 행재정적 지원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자율성이 높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성이 낮다. 마지막으

로, 주임 교수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다른 교수들의 참

여가 비교적 유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집권성이 높다. 특히 설치를

담당하는 주임 교수는 최초 편제표 작성, 참여 교수 모집에 영향을 미치

며 대체적으로 긴 기간 동안 주임교수로 재직한다는 점에서 특히 집권화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융합적 전공은 학내 전공 및 다전공 정책과 관련된

실천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학과마다 상이한 전공 이수

정책은 학생들의 다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수준 및 선호도에 영향을



- 140 -

미치고 있다. 또한 특정 계열 학생들이 특정 연합전공을 이수하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합전공은 성적 이외의 기준들로 선발을 하

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흡수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연합전공은 전임 교원이 책임 시수를 채우는 단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과목 개설 현황 및 비전임 교원의 활용 수준이 기존 학과와 상이하며,

각 연합전공마다도 다르다. 연간 자체개설 교과목 수가 전공에 따라 8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연합전공에 대한 주관학과의

지원 수준, 최초 편제표 작성 방식, 교수진의 해당 전공의 성격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비전임 교원의 활용 수준 또한 높은

편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전임교원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현실 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연합전공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

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교수 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로,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교육보다는 연구에,

융합적 연구보다는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공유하고 있는 교육에 가치를 두는 문화는 각

교수들이 별다른 인센티브 없이도 해당 전공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학과 및 단과대 중심 자원 배분 체계 및 연합

대학으로서의 전통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학과주의적인 문화가 형

성되어 있다. 이는 주관학과가 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별개

로, 융합적 전공의 교수자와 학습자가 해당 교육단위의 소속이 아닌 경

우가 많다는 점에서 원활한 자원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학교 차원에서 학과 단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자원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교수문화는 전반적으로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조직맥락은 학생들의 융합적 교육과정, 수업, 동료 환경 등의

융합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확고한 학

과제 체제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쉽게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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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연합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융합적 전공에는 자체 교수가 없다는 점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학생들의

수요 및 필요를 쉽게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학생들의 연합

전공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분야는 현재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해당 전공에 진입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각 연합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넓고 얕은 교육과정

을 경험한다. 이는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이 각 학과와 관련된 소수의 교

과목들을 각 연합전공에 자체개설 교과목으로서 제시했거나, 각 학과에

서 참여 교수들을 중심으로 기존 학과의 교과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

과목을 편성하거나, 해당 전공에 핵심적인 학문 분야 교과목과의 연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타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교과목을 결

합하는 방식으로 융합을 시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는 신정철 외(2011)가 언급하였듯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교과

목들의 타 전공과의 연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존 학과 단위에서 제공할 수 없는 관심 주제에 대한 교과목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학생들은 연합전공 자체개설 교과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

며, 그 가운데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

당 전공선택 목적이 특정 주제에 있지 않고, 학위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 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각 학과의 기존 교과목을 중

심으로 자기설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율성은 명

확한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진입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주전공과의 적극

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어려운 과목을 피하거나 해당 전공의 정체성에 대하여 모호하게 인식하

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배경의 학생들과 교류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특히 그룹 단위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수업을

통해 더욱 촉진된다. 학제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실제 문제에 맞닿은 과

제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고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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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한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선행 지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융합적 전공의 교육과정이 계열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기 보다는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에 발생한 수준

차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연합전공 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 환경은 크게 주

전공 동료 환경과 융합적 전공 내 동료 환경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주전공 동료 환경은 해당 전공 집단의 다전공에 대한 선호 및 태도가 규

범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학생의 전공 진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융

합적 전공 내 동료 환경의 경우 입학 시 선택한 주전공에 비해 더 자발

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 높은 참여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적극성은 특히 팀 학습과 결합될 경우 더욱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학생들은 홀로 학습을 계획하

고 수행하는 식으로 연합전공을 이수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합전공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높은 복잡성과 낮은 공식

화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학과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연구가 중심이 되는 환경 속에서 융합적 교육단위는

참여의 유인이 낮다는 점에서 주임교수 및 주관학과 중심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어렵다.

학과를 초월한 교육 단위에서의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융합

적 교육단위를 지원하고 해당 교육단위에서의 교육단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융합적 전공의 조직 특성은 융합적 전공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학에서 교육의 기본단위는 학과인데

이로 인하여 비학과 단위들은 상대적으로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융합적 전공인 연합전공의 경우 여러 학과가 해당 전공의 운영에 관여한다

는 점에서 기존 교육단위와는 다른 방식의 교육과정 설정과 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율성

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융합적 교육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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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의 수준 및 책임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

요하며(Armstrong, 1980), 기존 학문과 융합적 학문과의 관계 설정에 따른

적절한 지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융합적 전공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적 전공은 일종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교육

과정의 구성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기존 대학의 조직맥락 속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제적인

실천이 해당 전공 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러므로 융합적 전공이 학과 조직과 다르게 처해 있는 조직맥락을 중심으

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이 경험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당 전공의 운영에 헌신할 수 있는 교수진, 융합적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강사진, 학사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 해당 전공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학 환경과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정 연계와 관

련하여, 기존 전공 교과목 간의 경계가 심하고, 각 학문 내부의 전공을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목들은 새로운 전공을 시도하려고

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나친 학습 부담과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

다. Newell(1990)은 각 학과 내에서의 전공 학습의 초점을 중심 주제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지식의 적용, 사고 과정에 대한 성찰로 전환하는 것

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지식을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Jacobs, 1989: Ivanitskaya et al., 2002에서 재인용). 이렇듯, 융합적 교

육과정을 분절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과 연계적으

로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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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합전공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되었듯, 다수의 학과에서 참여하거나 개별 교수 단위로 참여할

경우 복잡화 수준과 집권화 수준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합전공 조직의 복잡성과 주임 교수에 대한 집

권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은 특정 학과에서 새

로운 분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수를 채용함

으로써 융합적 전공에서 새로운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주임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몇 가지 이점이 발생하는데 첫째, 연구

중심대학에서 교육만을 위한 교수를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며 융합적 교육단위가 가지는 강점인 유연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학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임 교수의 융합적 전공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위한 시간과 자원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학과의 기존

교수들 가운데 해당 분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소수의 교수들이 운영위

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전공에 대한 논의나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주임교수의 연구와 교육의 단절을 극복함으로

써 교수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특히 Newell(1990)에 따르면, 해당 대

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만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중심대학의 교육 정책은 연구와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참여 수준을 높여 집권성을 낮추기 위해 참여학

과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수의 전공이 참여하는 학과의 경

우 관심 수준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구성원

이 전공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Klein(1990)에 따르면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교수진 간의 공동작업이 필

요하며 이때 공동작업은 자신 분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도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

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수의 참여학과를 중심으로 전공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융합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집약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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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야 한다.

셋째, 융합적 전공은 여러 전공의 연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전적

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위가 부재하며 융합된 새로운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들을 관리할 별도의 조정 단위가 필요하다. 해당 기구는 첫째,

전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외 기관과의 협

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교육단위인 학과 및 단과대와 융합적

전공 사이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본부와 융합적 전공 간에도 실질적인 환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내에서 융합적 전공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모색함과 동시에 본부 차원의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학사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원활한 학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융합적 전공의 특성상 학생

들이 학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합전공의 행정단위와 교육단위 간의 협력을 지원해

야 한다. 연합전공은 전반적인 운영 및 학사 행정에 관여하는 운영위원

회와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진이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에서 조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임교수가 직접 수업에 참

여하지 않는 경우 수업과 행정이 유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임교수의

수업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렇지 않을 경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Davis, 1995) 지

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전공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소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 구성원들 간에 해당 교육에 필요한 융합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현재 해당 대학에서는 융합

교육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수들은 융합교육에 대한 수요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다양한 범위의 수업을 듣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차원의 낮은 자원 배분 역시 융합교육의 실질적 중요성에 대

한 낮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융합교육 이슈에 대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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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융합교육의 개념 및 방식과 필요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융합적 전공에 대한 정책

적 방향성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융합적 전공은 적은 자원으로 새

로운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시도이나, 자원이 적은 만

큼 그 질을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체 교수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전공에 대한 교수의 높은 헌신을 기대하거나 일반적인 학과 수준의 교육

을 기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교수의 참여 수준과 관련된 사항은

공식화되기 어렵고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서화된 것과 실제가 다르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최근 융합적 전공 단위만을 이수하

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시도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

다. 특히 전공 설치에 선행하여 해당 전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수의

여부, 행정인력 등의 자원 확보 정도,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을 가진 교수진 등 대학의 융합적 전공이 처해있는 조직맥락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주전공으로 이수할 만큼의 양과 질이 확

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대학은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일반적인 대학에 비하여 교수들이 연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특

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대학에 비하여 교육의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례 대학은 국내 최대 규

모의 학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학에 비해 융합보다는

전문화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학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융합적 전공의 조직

실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주제의 전공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 융합

적 전공은 AI, 데이터 사이언스 등과 연계하여 IT 계열을 중심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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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과정에 명백한 계열성이 존재하는 이공계열의 특

성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전공들과는 다른 교육과정의 특성을 보일 가

능성이 있으며, 참여하는 집단의 특성 또한 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교수들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교육에 대한 상이한 태도와 인식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her, 1981). 그러므로 이러한 높은 계열성을 가지

는 전공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융합적 전

공에서의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맥락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방식으로 영

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융합적 전공에서의 학습의 실질적 효

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융합적 전공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개

별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융합적 전공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해당 학생들이 기존 교

육에 비해 어떤 수준의 만족도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

기대한 성과를 얻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

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각 학교의 융합적 전공이 처해있는 조직맥락

(e.g. 전임교수 수, 자체개설 교과목 수)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실질적

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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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depth how the

organization context affects the learning process of students who

study interdisciplinary major by analyzing the organizational context

and learning process of the interdisciplinary major students. Amid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government tried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society through various

financial support projects such as BK21 and universities tr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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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 to this movement by utilizing highly adaptable

interdisciplinary majors. However, there has been no in-depth study

on how curriculum is formed and on how students study in these

new educational unit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in

details the reality of interdisciplinary majors in practic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is the academic organization of interdisciplinary majors

different from that of the typical academic organization?

Second, how is student's learning process different from that of

typical academic organizations due to the academic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interdisciplinary majors?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three interdisciplinary major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ramework of Terenzini & Reason(2014), which studied the effect of

university organizational context on students' learning, was partially

modified to provide a structural framework for this study. This study

mainly uses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interviews. Various data

sources such as self-written evaluation report on the interdisciplinary

majors and interview scripts with 11 students and 6 professors and

staff member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operation of interdisciplinary

majors is an organization with high level of structural complexity,

low formalization, and high centralization. The complexity of the

organization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existing departments in that

professors of more than one major generally participate, but it has a

high degree of centralization in that actual decision-making and work

are concentrated on the head professor. In addition, it shows low

formalization level in order to be flexible in the establish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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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lition of the organization.

Second,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of the university organization,

differing graduation requirements, and low linkage among existing

courses affect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professors and the degree

of interest of students in the interdisciplinary major. In particular, low

formalization level and support at the headquarters level lead to

different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each major, including the

degree of support from the host department, the number of original

courses, and the level of use of part-time instructors.

Third,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with a high tendency for professors prioritizing research and in

particular, a strong departmentalized culture.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appoint a professor exclusive to interdisciplinary major and the

operation of the interdisciplinary major is highly dependent on the

host department. This hinders the supply of resources in that they

target students from many different colleges.

Fourth, thanks to the flexibility of the interdisciplinary major,

conditions for flexible curriculum change enough to reflect new fields

are settled. Thus, students with high demand for new fields are likely

to participate. However,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e flexibility due to

low incentive for professors to invest in interdisciplinary major.

Fifth, students experience a broad and shallow curriculum in the

interdisciplinary major. On the one hand, this seems to be due to the

curriculum consisting of courses provided by the established

departments. On the other hand, it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open

their own original courses. In addition, weak interaction between

established departments also acts as an obstacle for students' deep

learning. These conditions make students without a clear vision of

the course feel confused about the objective of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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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students broaden their perspectives and interests by taking

classes of various departments and interacting with students from

different majors. In particular, as interdisciplinary majors provide

more original courses and more team-centered classes, there is a

higher the level of interaction among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where there is no interaction among students in the

same course, which causes difficulties in learning.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disciplinary

majo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not only to curriculum design,

but also to student experience of the curriculu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e level of resources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the relevant majors and consider the level of connectivity

between the existing curriculum and the new curriculum.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onsider the composi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operation of the interdisciplinary

major. In particular, specific institutional measures are needed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a small number of dedicated professors

in order to avoid the high level of complexity and to lower the

centralization on the head professor.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institutional measures are sustainable only when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mission of the university.

Third, a separate coordination unit is needed to manage the

interdisciplinary major. Such adjustment unit should operate in a way

that enhances adaptability, which is the strength of the

interdisciplinary major. Specifically, it should function as a unit that

can promote linkage with society, existing department units and

headquarters, students, and operating faculty and instructors. Thu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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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each

interdisciplinary major.

Fourth, it is necessary to reach a certain level of agreement on

the necessity and future direction of interdisciplinary education among

members of the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education is consumed in

various contexts in our society, but the concept is rather vagu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mmon vision through the

process of sharing opinions of members through public discourse at

the university level. Otherwise, the policy will lose sustainability.

Finally, various policies related to interdisciplinary majors at the

leve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reviewed more carefully.

The interdisciplinary major is an educational unit in which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quality education from an organizational point of

view.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exceed the quality of education

provided by the participating department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erehe quality of education can be guaranteed only when a

rigorous review of the organizational context in which the

interdisciplinary majors prece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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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proc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Student Number : 2019-2972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문제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대학 효과와 학사조직 
	1. 대학 효과 연구의 전개와 한계 
	2. 대학의 조직 특성 

	제 2 절 고등교육과 융합교육 
	1. 융합교육의 개념과 실천 
	2. 전공 융합교육의 제도화 

	제 3 절 융합적 전공 
	1. 융합적 전공의 개념 및 현황 
	2.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제 4 절 선행연구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제 2 절 연구 대상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 
	1. 융합적 전공의 구조적 특성 
	2. 학내 전공 및 다전공 정책 특성 
	3. 학내 교수 문화 특성 

	제 2 절 융합적 전공 내 학습과정
	1. 교육과정 경험 
	2. 수업 경험 
	3. 동료 환경 


	제 5 장 논의
	제 1 절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
	제 2 절 융합적 전공 내 학습과정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제 2 절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3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문제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대학 효과와 학사조직  6
  1. 대학 효과 연구의 전개와 한계  6
  2. 대학의 조직 특성  10
 제 2 절 고등교육과 융합교육  19
  1. 융합교육의 개념과 실천  19
  2. 전공 융합교육의 제도화  31
 제 3 절 융합적 전공  33
  1. 융합적 전공의 개념 및 현황  33
  2.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41
 제 4 절 선행연구  43
제 3 장 연구 방법  48
 제 1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48
 제 2 절 연구 대상   54
제 4 장 연구 결과  58
 제 1 절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  58
  1. 융합적 전공의 구조적 특성  58
  2. 학내 전공 및 다전공 정책 특성  72
  3. 학내 교수 문화 특성  95
 제 2 절 융합적 전공 내 학습과정 100
  1. 교육과정 경험  101
  2. 수업 경험  111
  3. 동료 환경  116
제 5 장 논의 120
 제 1 절 융합적 전공의 조직맥락 120
 제 2 절 융합적 전공 내 학습과정 128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39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39
 제 2 절 제언 143
참고문헌 148
Abstract 16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