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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자연대수라과학부 · 자연과학대학 교무부학장) 

최근 들어 서울대학교에 새로이 입학하는 학생들 간의 학력 편차가 

유례없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현상은 특기자전형을 통해서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기준 

으로 선입생을 선발하는 현재의 입학시험제도 때문인 것으로보인다. 

문제는신입생들의 학력편차가기초과학교과목의 운영에 큰어려움을 

주고였다는것이다. 

수학의 경우， 특목고출신의 일부학생들은고등학교에서 대학 1,2 
학년 교과목까지 매우고 입학하는가 하면 일부 일반고출신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조차매우지 않고 이공계에 입학하고 있다. 물랴 

학， 화학， 생물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고등학교에서 ‘물리 2’ , 

‘화학 2’ 또는 ‘생물 2’를 배우지 않고 입학하는이공계열 학생들의 

수기 점차 늘어 나고 았으며 아예 ‘불리 1', ‘화학 1’ 또는 ‘생물 r 
조차 매우지 않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공과， 고등학교에서 선택한과학교과목과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점이 다. 그 결과 물리 , 화학 또는 생물을 전혀 배우지 않고 물리학， 

화학， 또는 생물학의 지식 이 크게 요구되는 전공으로 입학히는 학생 

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틀에 다}한 대책 이 시급한실정 이다. 

일례로，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우지 않고 이공계열에 입학한 학 

생을 생각해 보자. 이 학생 에게 ‘물리 L2’를 다 매우고 입학한 학생 

들과 똑같이 ‘불리 학 f 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리 이다. 만약 이 
학생 이 물리학에 대한 지식 이 많이 요구되는 전공으로 입학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이 학생이 ‘물리학 1’을수강할수 있도록도와주어야 

할것이다.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매우는 기초과학 교과목을 이마 매우고 

임 학하는 학생틀에 대한 대책노 시급하다. 요즈음은 일반고 학생틀 

중 일부도 ‘대학교과목선이수제도’ 를 이용하여 대학에서 매우는 

기 초과학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며 그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학생틀에게 이미 배운 내용을그대로다시 가르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20æ학년도 신엽생을 

위한 기초과학 교과목을 개편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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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초수학’， ‘기초물리학’， ‘기초화학’， '71초생물학’ 개설 

이 기초교파목틀-은 l학점짜21 교과목틀로 tu torial 성격의 iIl파목이다. 즉수학 및 연습 1', ‘툴러한 f ， ‘화i학 l' ![는 ·생블학 r 을 

수장131는 학생듭중， 고등학교에서 관련 .íi1.파옥을 잘 배우지 못했거나 배울 기회가 없었던 학생듭을 대상으노 운영 되며， 수강생듭은 3~5 

명씩 한 조가 되어 딩탕 학부생 조교놔부터 주 2호| 입증외 과외수업을 받거l 된다 이륜 위해 자연과학대학에서는 기초쿄육원의 지원으노 

‘기호수희‘ ! ‘기초붙(:'.1학’， ‘기초화학’ , ‘기초생붙학’을 답당한 희부생 쓰_111_플 Z~ 30명씩 이 \1 1 선받하었다. 기초피고1-목듬은 선입생 젓 

학기 최대 수깅-학전 수 18학→전 외에 추기 로 수깅-할 수 였다. 

‘기흐수학’은 ‘수학성취노측정시험’에서 일정기준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수싱매상이며 ‘수핵- 및 연습 1'(또논 ‘생영과학을 

위한 수학 l ’ , ‘미적분학 및 연습 1')과 함께 수강하여야 한다. 

힌편 ‘기초툴라학’， 기호화학’ ， ’기초생툴학’ 은고풍학교에서 툴랴，화학，생볼을 잘매우지 못했거 나 매울 기회가 없었딘 모든 학생블 

에거l 열리 았다 다만.i!.등학 . .:uJ..에사 ·물리 1’. ‘화학 r 또는 ‘생둡 l’은 이수하지 못힌 학생듭에게 우선 수강지격이 있_iL， 다유 순위는 

‘물각 2' , ‘화학 2’ 돈는 ‘생물 2’ 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틀이디 . ‘가초물간1학’， ‘기초화학. 또는 ‘기초생물학.을 수캉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둡려학 L’ (또는 ·생맹파학을 위한 둡2]학 1') ‘화학 l ’ 또는 ‘생룹학 r 을 힘꺼l 수강하여야 한다. 

(2) ‘고급수학 및 연습 1,2’ , ‘고급물리학 1,2' , ‘미적분학 및 연습 1,2’ 개설 

고급수학， 고급물닌1학은 고등학교에서 수-학 또는 불라릅 많이 배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honor course 성격의 괴고}옥이다. 고급수학은 

시작뭔 지 이 1 ’ 1 여러 해 되였으나 고급불리학은올해 차읍 개설되었다- 고급호댁r 빛 고급생불학은 올해는 깨살되지 않^I 만 1il_과내용-괴 

교재가개빈되논대로내년이나후년부터 개섣될 깃이다. 

‘고급수학 및 연습 1’은 ‘수학성쉬도측정시험’ 에서 일정가준 이상의 점수플 받은 학생듬이 수깅대상이다. 붙론 온인이 윈하는 경우에 

수깅선정을 한다. ‘고급수학 및 연습 f 의 핵점은대부분 A나 R를 부여히지만 성적 이 매우 저죠할 경우 에외적으로 C냐 P블 부아히기도 

힌다. ’고급수학 및 연습 1’ 에샤 A나 B를 받지 꽂힌 학생은 cj-음 학71 에 ‘고급수학 및 연습 2 륜 수강하가 보다는 ‘수학 및 연습 2' 또는 

‘생냉과학을 위힌 수학 2‘ 블 수강하는 것이 비람칙 히다. 힌팬 ‘수학 및 연습 f 또는 ‘생냉과학을 위힌 수학 I 에서 A+릅 받은 학생에 게는 
마옴학기에 ‘고급수학및 언승 2’ 릎수강한 지객이 주어진마 . 

. 피급물리학 1 은 -툴리생취도측정시헌‘어|서 일정기준 아상의 점수될 받은 학생틀-이 수강대상이다. 운영방식은 ‘1급수학 및 연습 r 과 

유사하다. 단 고급둡리학 1， 2’의 수강읍희망'61는 학생은반드시 ·둡리 성쥐도측정시험 - 에응시해야 한다. 고급둡리학읍수강할 의사가 

없는 학생은 ?뀔급l 성쥐도측-정사혐 ’ 어| 응시할필요가 없냐. 

한펀 올해부티는수학-이 많이 필요한진공R로 입학한 학생틀을 위하여 끼 )1적분학- 및 연습 1 ，2‘ 가신션렌다. 자연괴학대학수버괴희부 

동셰혁고낸이나 붙리 -전문학부이 입학 한 학생듬에서l는 이 과목의 수깅 플 권장하고 있으며. 수학 올 [01 깊이 꽁부하고자 하는 학생듬은 

누구나 수깅할 수 있다. 다른 1핵년 용 수회 교과옥이 오두 3학점인데 비해 ‘미적분회- 및 연습 1,2' 논 걱 4핵점이다. 

(3) 기초과학 쿄과목 이수 면제 프로그램 

고풍핵 교이서 ‘대회교고싹산이수제도’ 른 통해 키츠과핵 교과꽉 임부른 이수하고 입핵한 핵쟁블음대성으R 연제시 힘음 설시하여 통과힌 

학생늘어l게 해당기초과학 교과꽉의 이수블 연저) 해 주는 제노가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이수블면제받는 경우는， 해탕교과꽉이 필수 

혹은 선택 필수로 지정된 정우에 힌-하며 이수학점에는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자연과학대학의 특별 신입생으보 선발된 학생듭도 변제시힘에 응시한 수 있다 . 특별 신입생제도는 입학생 적이 매우 우수힌 소수의 

신입생틀을 선발. 지도하여 학부 3학년 혹은 4학년부터 연우지도.íi1.수플 배정 ‘ 연구에 참여할 71회플 부여 용}는 지)도보서 현재는 자연파학 

대학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추후 여닝| 단과대학으노 화대될 것이 디 ， 

;셜른적으모， 기초괴학고l육의 새로운 개편방향은 신입생틀의 입학 진 쿄육배경끼지 고려한 ‘맛춤형 1il_육’ 이라고 요익:할수 있다. 이플 

일부 언론에서 우열반제도로표현하고 있지만이는 장옷뭔표현이다 .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똑같은시힘을 쳐서 그 성작순으로 업핵여부 

가 결정되던시젖에는이러한 ‘맞춤형 교육’ 이 벨로 필요하시 않았다- 하시만 다ÒJ한 입학전형욱통하여 다ÒJ한 교육애경음 가진희생뜯을 

선받하는 현행의 제노 이래서는 이러한 ‘맞춤형 교육‘ 이 불가피하다. 맞춤형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파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치만， 이릎 위힌 노력은 잎으로노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