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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전공과 자유전공은 코넬 대학교의 문리대에 속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논 두 가지 전공 선택이다 

이 두 전공은 두 전공이 속해 있논 대학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잘 이해된다 문리대는 코넬 

대학교의 인문학 전곰과 이학 전공이 모인 미학으로 코넬 대학을 이루는 일곱 개의 학부 대학 중의 하나 

이다 문리대는 소속 학생 모두가 꼭 들어야만 하논 필수 커리클럼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 대학은 

학생들이 글쓰기， 외국어 1 영역별 교양과목(물리학과 샘물학1 수학과 이학적 사고 1 역사적 분석 1 문학과 

예술， 사회학적인 분석과 행동학적 분석 등)에서 필수학점을 선택해 채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디|학의 

요구사항은 학생들이 인문학과 과학의 지식에 더 넓게 노출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이러한 필수과목 

이외에도， 대학에서는 또한 학생들이 전곰， 즉 하나의 학문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든 의미의 전공을 

하나 완성할 것를 요구한다 전공은 대개 열 개에서 열 다섯 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진마 문리미의 경우 과 

학(물리학， 전문락， 샘물학) 화확듬)， 인문학(문학 1 외국01 , 이j 술사 1 칠학， 연극 1 영호|↑ 무용등L 사힘과학 

(경제학 1 행정학，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1 심리학등)， 립돔과정(미국학， 아시아학， 아프리카학 f 과학고! 기 

술연구등)을 통틀어 40개의 전공을 제곰한다 전공이 학문의 깊이를 요구하는 반면에 대학의 영역별 필수 

교양과목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제곰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전공 대신 두 개의 대안을 제긍하는데 바로 설계전곰과 자유전곰이 

다 이 두 전공은 일반적인 학생보다도 자신의 연구분야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1 싶이하는 학생들을 위 

해 만들어졌지만 그 목적을 우l 해 두 전곰은 다른 접근밤법을 가지고 있다 설계전곰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저j 공함으로써 그 전공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필수과목을 추|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전공은 그에 반해서， 그 빔위가 더 넓다 학샘들은 전공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과목 

까지 포합한 대학의 모든 필수과목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커리클럽을 제안할 수 있다 

실계전공은 대학의 키존전공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획생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이다 여러 학과의 과옥 

을 수감하면서 깊이 있게 곰부해야만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먼， 그 학생은 스스로 

고안한 자신만의 전곰인 설계전곰을 제안할 수 있다 설계전곰은 기존의 전곰을 대신해서 선택하는 것이 

므로 1 제안한 설계전공은 다른 기존전공만큼의 깊이와 연구대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운리대 안에서 

가능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주제에 대한 연구이어야만 한다 모든 설계전공은 연게된 학문으로 이루어 

지고 최소한 세 개의 전공영역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야만 한다 학생들은 때로 설계진공을 증종 자기가 

즐기는 여러 전공의 과목을 모으기만 하면 전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1 학 

생은 단순히 자신의 다양한 관심사에 기반을 둔 전공을 제안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설계 전공은 그와 반 

대되는 입장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즉 “난 X를 공부하고 싶은데 X를 이해하는드 유일한 방법은 역사 f 언이， 

인류학， 문학의 이러이러한 특정 과목을 포합하는 것이다) 는 것이어야만 한다 설계전공은 또한 학생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대학의 키존 전공을 ‘다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학생은 

런대 영문학에 초점을 둔 영문학 전공를 제안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전공은 단지 영문학 전곰을 다시 설케 

하는 시도이며 학제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코넬 대학의 문리디{학 안에서의 설계전공 

은 또한 다른 단과대확에서 저|곰하는 전공을 문리대 안에서 제안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문리대의 빔위 

를 넘어서는 전공영역을 전공설계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영확과 같은 전공은 받아들일 수 없 

다 

설계전곰 안에서 저j 안한 전긍은 전통적인 전공치립 10개에서 15깨의 과목을 포함히|야 하고 전통전공 



처럼 대부분의 과목은 입문 수준을 넘어서야만 한다 제안한 전공은 문리대 이외에 3개 이하의 타단과 

대학 전공과목을 표함할 수도 있지만 설계전공에서 제안한 대부분의 과목은 인문학과 과학이어야만 한 

다 학생은 2학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안서를 써서 신침해야만 한다 학생은 제안한 전공의 과목과 아이 

디어를 토론하면서 교수， 설계전공 디럭터와 상의 후 재안서를 발전시킹다 저j 안서는 5-7장 점도카 모통 

이며 전공의 정당한 근거， 전곰이 지할하는 지적인 질문 f 왜 기존 전공으로논 적절하게 이 추제를 공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제안한 과목의 정당한 이유가 표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제안서는 설계진공을 구 

성할 과목 목록과 전공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자신의 지도교수가 되어 줄 교수의 추천서를 포함해야 한다 

제안서늠 설계전공위원회가 김토하늠데 위원호[는 대략 10명의 교수와 실계전곰 디펙터로 구성핀디 

모든 설계전공은 사실 학제적 성격을 가지므로 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학저1 적 학문에 감한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이들이며 인운학과 과학의 다앙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다 위원회는 제안한 전공을 인정하거나 거 

절할 수도 있으며 제안한 전골을 바꾸거나 다시 쓰라고 할 수도 있다 인정받은 후에도 학샘은 여친히 코 

빌대학이 요구하는 밀수사할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즉 대학이 기즌전공에 요구하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면 된마 설계전공을 하는 동안 제안목록에 있는 과목이 더 이상 개설되지 않거나 진공의 맘향이 비꾸|거 

나 새로운 과목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제안할 수 있다 설계전공의 학생들은 놈운을 써야 할 의 

무는 없지만 우등졸업 (with honor)을 원한다면 지도교수와 대학의 다른 두 영의 교수로 이루어짙 세 염의 

교수지도하에서 두 학기이| 걸쳐 논문을 써야만 한다 두 영의 교수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실계전공 

의 디렉터가 인정해야만 한다 

설계진공의 형태는 세 가지 넓은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 빔주로는 우리 대학교에는 없지만 다른 

대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존의 전공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전공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식으로 

사용된 설계전공의 최근 에는 중서 연구(역사 1 문학， 언어↑ 칠학 f 예술사를 포활한)， 평화와 투쟁연구(정 

치학‘ 역사 1 인류학 1 칠학 1 사회학을 포함한)， 그리고 비주일 스터디(염화， Ojl 술사 f 예술 1 정보과학을 포함 

한)가 있다 이린 형태의 전공은 그 분야의 연구가 가치 있다는 깃을 학생이 정당화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안하기도 가장 쉬우며 위원회에서 허락을 받기도 가장 쉬운 방법이다 

두 번째 빔주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아직까지는 전곰이 되지늠 못했지만 학제적 연구영역에서는 인정받 

은 전공들이다 예를 틀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최근에 ‘결정연구(declsion studles) ‘ 어떻게 인간이 결 

정에 도달하는지를 연구하는 전공 을 설계전공므로 믿정했다 이 전공은 심리학1 믿지과학1 경제학(특히 

게임이론과 미시경제학)， 칠학과 경영학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슷한 예로 1 최근 한 학생은 킴퓨터 

케산 샘물학(computational biology) ’이라논 제목의 설계전공으로 졸업했다 이 전공은 수학， 통계학， 생 

물학직인 현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킴퓨터 시이언스를 적용한 것이다 처음 빔주의 설계전곰처럼 1 이 범 

주의 설계전공도 이미 학문 영역에서는 분명한 윤곽을 카지고 있는 전곰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인점받 

기가비교적 쉽다 

세번째 빔주의 설계전공은 학생이 제안한 독특한 생각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진공은 j인증과 

인증차별주의의 역사기술(Historρgraphy 01 Race and Racism)’이라는 이틈이었다 이 전공은 인증자멸 

주의가 연구되고 묘사된 여러 방식을 검토했으며 역사학1 문학 1 인류학 1 사회학의 과똑을 포함했다 이 범 

주의 다른 예는 최근에 허가 받은 전공인데 j킴퓨팅， 믿지 1 그러고 미학’이다 이 학생은 인간이 미를 인식 

하는 맘법들을 검토하려고 하면서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 이러한 검토를 하는 매흑적인 전곰을 제안했다 

이 설계 전공은 컴퓨터 사이인스， 인지과학 1 예술 1 심리학， 그리고 점보괴학의 과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형태의 설계전곰은 실케전곰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개혁적인 것이라1 할 수 있다 돔시에 이 빔주 

는 학생이 그 언구분야의 독특한 가치를 정당화해야 하기 띠(문에 가장 제안하기 힘든 분아리고 할 수 있 

다 



다음의 예들은 섣계전곰을 하는 학생들이 재안하는 전공분야이다 

。 Medieval Studies 

。 Philosophy ， Politics and Law 

。 Cognitive Media Techn이。gles 

。 Peace and Conflict Studies 

。 Com puting , Cognition and Aesthetics 

。 Declsion Making 

。 Visual Studies 

。 Historiography of Race and Racism 

。 Information Science and Government Policy 

。 The Politics and Law of Environm ental Issues 

。 Cultural Food Studies 

。 Language ， Power , Identity 

。 Mathematical Biology 

설계전공은 학생들에게 키존 전공의 대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적절한 아이디어와 탄탄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유전곰 (College Scholar Program)은 이 

와 반대로 특별한 학생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유전곰은 뛰어난 재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 

주 창조적인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을 마음껏 공부할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 전곰은 어떤 

학생들은 대학의 요구사항을 따르도록 하지 않는다면 지적으로 훨씬 더 꽃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 

고 있다 자유전공은 다양한 형태의 관심을 위해 존재한다 즉， 전통적인 전공에서보다 더욱 창조적으로 

전공을 곰부하고 싶거나 다앙하고 개별직인 여러 개의 전곰을 공부하고 싶거나 학생이 너무 뛰어난 능력 

을 보인 그 전곰을 공부하고 싶거나， 학제적 연구를 추구하고 싶을 때를 위해 있는 것이다 설계전공과 달 

리， 자유전곰은 증좀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꼭 학재직일 필요는 없다 

자유전공의 커리클립은 대학의 전공을 대체하고자 하는 깃은 아니다 그보다는 1 다{학 안에서 자신의 지 

적인 관심을 담구할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주려고 고안한 것이다 설계전공과논 달러 자유전공의 학생은 

커리쿨럼 안에서 특별한 과목을 제안하지 않는다 그보다논 학샘이 대학에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 언구하 

고 싶은 일련의 질문이나 연구과제를 탐구하는 것을 제만한다 이러한 질문은 대획 안에서 학생의 학문석 

방향을 지도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담구하기 위해 다앙한 폭과 깊이를 가진 여러 과목들이 

필요하므로 자유전곰은 기존의 전공을 완수하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필수과목을 먼제해 준다 

설계전공의 예에서 본 것처럼 학생은 자유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신정을 해야만 한다 1 학년이 끝날 무 

럽에 자신이 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정자의 제안서는 학생이 탐구하는 면구과재나 질문을 설영해 

야만 하고 필수 커리률럼에서 면제받을 자유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를 디|야만 한다 지1 안서는 5-10장 정 

도가 되어야만 하고 그 학생를 가르친 적이 있는 대획의 교수에게서 받은 추천서를 표할해야만 한다 저[ 

안서는 자유전공지도위원회에서 뽑힌 4-5인으로 구성된 선댁위원회가 김토한다 지도위원화 자체는 대 

략 30멍의 교수와 프로그램 디랙터로 구성한다 자유전공으로 뽑히는 것은 대단한 멍여|이며 한 해에 40 

명 정도의 학생만을 선발한다 대개는 더 적은 수를 뽑는데 제안서의 질과 신청자의 지적 능럭에 근거들 

두고 뽑게 된다 

자유전곰을 할 수 있게 되먼 f 학생은 대학에 있는 LII 니1 ， '자유전공자(College Scholar)'로 지침되며 자 

유전공위원회에서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덧붙여， 자유전공자논 외국어， 글쓰기↑ 교앙과 같이 기존 전곰을 



완수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에 대한 모든 의무가 철회돈다 그렇지만 학점 수(120학집)는 채 

워야 하고 대학이 지정한 과목 수 (34과목)을 완수해야만 한다 자유전곰자로서 학생은 “자유전공세미Lf' 

로 지칭되는 두 과목을 필수 이수해야만 한다 이 세미나들은 기본적인 문제나 텍스트를 언구하며 학생이 

장조적으로 샘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덧붙여 1 모듣 자유전곰자들은 마지막 획기에 졸업 논문을 완 

성해야만 한다 자유전곰학샘들도 졸업논문을 쓰는 대신에 학샘과 지도교수가 선택하고 프로그램 디렉터 

가 인가한 두 명의 교수와 지도교수로 이루어진 세 멸의 교수에게 지도를 받으먼서 설계힌공자처럼 두 학 

기 동안이j 걸쳐 우등 논문을 쓸 수도 있다 

자유진공자들은 전통적인 전공이나 설계전공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지만 더 좁은 영역의 주저1 이] 집중 

할 수 있는 질문이나 과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많은 자유전곰자들이 제안히논 재목은 논문주제 

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자유전공자들이 제안하늠 주제의 예이다 

。 The Manilestations 01 Ancient Philosophy and Its ev이 ution within Societal instltutlons 

。 Exploring Gender Identity and Socioeconomic Inequalities Through Li terature 

。 The Revivalism 01 ShÎs Islam in Iraq and the Ramilications 01 thls Globally 

。 Examining Changes in Philosophy and Political Theory as Causes lor the Evolution 01 Economlc 

Thought 

。 Once upon a tlme: a Contemporary Perspective 01 Falry Tales and Folklore 

。 Minds and Machines: adding the Neurologically impaired by applYlng the lindings 01 Neural 

Networks to restore thelr cognitlve lunclionality 

。 Why is the Cash Value 01 Human Li le? 

。 Games ， Demeanors and Behaviors in Ind 니 strial Organizatlons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 in east Asian states 

자유전곰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학문직 판심을 탐구할 자유를 준다 뚜l 어난 학생등에게 자유전 

공은 그들의 장조성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엄정난 출구를 제공해 준다 몇 년 진에 한 자유전공자는 수학 

과 수학공리의 발전을 위해 문학이론을 적용하늠 언구주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커리률럼을 이수 

했다 이늠 너무나 야심 찬 노력이지만 이 학생은 이 분야를 연구할 자격을 갖추고 있있다 그늠 학부 2확 

년 때 이미 대학원 과정의 문학과 수학 수업을 받았다 교수들은 그가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세로운 분 

야를 여는 학문적 입적을 이루늠 중이라고 여겼다 

또 다른 뛰어난 학생의 예로 ‘확장된 음악학과 곰면 1이라는 제목의 자유전곰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 

한 학생의 경우처럼， 이 학생도 자신이 선택한 학문분야에서 이미 뛰어난 상태로 대학이 입학했으며 2학 

년 때 대학원 과정의 음악과목을 듣고 있었다 그는 무대화f 의상， 악기 1 노래법과 연기 등 모든 떤에서‘ 

오페라가 쓰여졌을 띠| 어떻게 공연되었는지를 깊게 연구했다 그는 우등 논문 과재로↑ 모싸루트의 돈 지 

오반니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해 곰연했다 이 학생은 의상과 가발을 디자인하고 음익을 배치해 지 

휘하고 포르테피아노를 연주하고 그 시대의 악기를 구하고 대학과 전 세계의 전문가중에서 공연자를 선 

택했다 그는 모짜르톤 시대의 배우와 연출가가 쓴 작품을 연구하고 음악적 1 연기적인 형식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30명의 음악가와 공연자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g로 정확한 재현된세 번의 공연 

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자유전공도 단점이 없지는 않다 이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진 학샘들은 미획 필수과옥을 다 듣지 

많아도 되기 때문에， 대학의 필수과목을 피하고자 하는 기회로 이 프로그램을 바라모는 경향이 있다 다 

른 잠재적인 문제논 자유전공자들은 기초 교양과목에서 해야 할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의 필수 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수 있기 떼문에， 자신들이 흥미 없는 과목은 피하고자 한다 이라한 부족은 



특히 외국어 영역에서는 크게 문제카 되는데， 자유전공 프로그럼 디랙터는 특히 인문학 분야의 학위를 

추구하는 자유전공자들에게는 언이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OH 쓴다 유사한 문제로는 -이것은 설계 

전곰의 학생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전동적인 학문적 훈련과 전곰이 관련펀 지식과 밤빙론의 깊이를 갖추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족은 논문을 쓰고자 하논 학생들에게는 중 R 한 문제카 된다 0꺼를 들어 

역사를 전공하늠 학생은 전공의 일부로서 역사적 방법론에 대해 많은 훈련을 받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역 

사적인 접근을 가지고 우듬논운을 션는 자유전공이나 설계전공학샘들의 경우늠 역사직 방빔론에서 충분 

한 훈련을 받게 되기가 어럽다 

운리대 안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힌 또 다른 문제는 과학과 수학의 학저1 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정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공은 이미 학제적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쉽 

게 걸합된다 샘물학자들은 화학 1 울리학， 수학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설계전공괴 자유전곰은 과학 

안에서 이러한 전공을 만들어 왔다 최근의 설계전공은 예를 들자민 우주생물학이란 전공을 완수했는더| 

이는 천문획， 지질학 1 화학과 생물학의 과목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러나 설계전긍이나 자유전공의 이 

러한 과학 전곰은 아주 브물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학샘들이 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1 끌린디 과학에 

서 학생들이 마주치는 큰 어려움은 학생이 이러한 전공에서는 전공을 위한 기초적 소앙을 쌓기 위해서늠 

너무 많은 과목을 들이야 하기 때문에 설계전공이 좀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전공과 자유전곰에 내재된 다른 어려움은 이 학생들이 디|학 안에 자신의 ’소속1이 없디는 것이다 

이 두 프로그럼에는 사실 전공교수가 없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교수 위원회가 있지만 그 교수들은 돔시에 

자신의 전공 분야와 그 전곰 분야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 경제학 f 칠학， 역시학의 꼬수들이다 따 

라서 설계전공이나 지유전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바말 교수들에게 지도를 히| 달라고 하거나 지1 안서를 

위한 추천서를 써 달라거나 자선을 위한 우J 윈호J 에 속해 달라고 설득하기가 아주 어럽다 또한 이떠한 교 

수도 학생이 제안한 학문의 모든 요소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깃은 좀처럼 불기능하기 띠|문이 해당 학제 

적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지도하늠 것은 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펀 1 전통적인 전공을 이수 

하는 학생들은 공동의 경힘을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전공의 필수 교과목을 같이 수강하고 학과의 교수들 

을 알게 되고 학생들 간에도 서로를 잘 알게 된다 그렇지만 자유전곰이나 설계전공의 학생들은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학문을 추구하기 띠|문에 이러한 공동체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곰과 설계전공은 대획 1 교수 1 학생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도 설계전공과 자유전공프로그럼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설계전공을 통히( 제안한 전공을 살펴옴으로 

써 대학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알아볼 수 있다 띠(떼로， 이렇게 합으로써 1 대학은 설계전공을 여 

타 전공의 하나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교수에게도 1 이 프로그램은 기회를 제공히| 준다 Of망이 있는 

뛰어난 학생들은 자신이 골부하는 밤항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목소리를 LH 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박 

샘들과 같이 일함으로써 교수들은 새로운 학제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연구분야를 콜 수 있고 가장 뛰어난 

학생들과 같이 일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설계진공과 자유진곰위원호l 에서 일하고 논문지도를 함으로써 f 

교수들은 전혀 다른 학문 분야의 교수들과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같이 일활 기화를 얻게 된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쪽은 바로 자유전곰과 설게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다 그듣은 다j 학의 다 

른 학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만의 키리률럼을 발전시키논데 능동석으로 잠이하는 기회 등 

저1 공받는다 설계전공자나 자유전공자가 되기 위해서 1 학생은 엄청난 주도권을 가져아만 힌다 그는 생각 

하고 말하고 조직하고 아이디어와 게넘 사이의 관계와 관심사에 관해 써야만 한다 만일 획생이 야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지식을 가질 기회를 얻고 우등 논문을 통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류의 강 

렬한 지적 노력을 통해 학생틀은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대학생활의 경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이글은 지난 2009년 10 월 8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기 깨최한 "Actlve Learnlng and Student 

Designed Major"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핀레이박사가 발표한 논문을 마정화(자유전공학부 연구조교) 

가 번역， 요약하고 j열린지성’ 펀집위원회가 감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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