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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간학문적 연구절차를 적용한 문제해결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대학 교양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
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간학문적 주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선정하고, Repko & Szostak(2016)가 제안한 간학문적
연구절차(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cess, IRP)를 수정하여 ‘문제 정의 및 연구문제 진술', ‘문헌연구와 유관학문 확인', ‘각
학문 관점에서의 문제분석', ‘포괄적 이해의 구성', ‘반성, 검증, 의사소통 및 개선'의 5단계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문제해결
수업을 설계하였다.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설계한 수업과정에 따라
교양강좌를 운영하였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수집하여 단계별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고, 세계시민의식과 융합 태도 검
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업 전후 학생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양질
의 교육’과 ‘불평등 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시각화하는 과
정에서 선형적 인과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포괄적 이해의 구성 단계에서는 다중 원인적 통합을 주로 활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식의 하위범주 중 글로벌 역량, 융합 태도의 하위범주 중 심미적 감성과 교과융합에 대한 의지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학문적 교육의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간학문적 접근, 지속가능발전, 문제해결수업, 세계시민의식, 융합 태도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sig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oblem-solving course adopt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cess and to explore the effects by implementing on liberal art courses. For the purposes, sustainable
development was chosen as the interdisciplinary theme. Revising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cess (IRP) suggested by
Repko & Szostak (2016), five step-teaching strategies were designed: 1) Define the problem and state the research question, 2)
Conduct literature review and identify relevant discipline, 3) Analyze the problem by discipline's perspective, 4) Build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5) Introspect test, communicate the understanding and make improvement. The course was
implemented to students in one private university located in Gyeonggi-do. All of the students’ activities during the course were
collected for analysis. The students took global citizenship and convergence attitude test before and after the cours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tudents had special interests in ‘quality education’ and ‘reduced inequalities’ amo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students tended to adopt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n the problem analysis map, and frequently used multiple causality integration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global competence’, one of the sub-categories of global citizenship. Two sub-categories of convergence attitude, ‘aesthetic sensitivity’ and ‘willingness to integrate disciplines’, also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Based on the results, discussion on the implications for interdisciplinary education were conducted.
Key words: Interdisciplinary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roblem-solving course, Global citizenship, Convergenc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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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387

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단기간의 성과를 목표로 교
과목에 대한 성급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융복합 교

현대는 융합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화, 정

과의 운영방식도 실제 목표로 하는 역량의 향상에는 미

보화, 다원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Hong & Lee,
2015; Lee, 2011). 이와 더불어 학문 간 융합을 바탕으로

다양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은 융합에 대한 요구도
를 창출하였고,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소통적 이해와 이
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

사회적, 국제적, 지구적 관점을 고려한 총체적 시각에서

제해결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생

상황과 같은 교육내용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

성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으로 초·중등

있다(Lee & Son, 2019). 특히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학부

학교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학교에

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선정된 대학의 운영성
과를 분석한 결과 42.1%로 절반 가까운 비율의 대학이 융

서는 다양한 유형의 융합 혹은 융복합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복합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Kwon, 2017) 융복

융합이나 융복합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나 학

합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

문 간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라는 점에선 공통점을 갖
기 때문에 이를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융복합교육은 최
소 두 학문 영역 이상의 지식과 가치의 단순 결합을 넘어

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복
합의 성격이 높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간학문적 연구
방식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새로운 산물을 생성하고 세상을 보는 조합적
안목과 인성을 길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함
양하기 위한 교육적 시도를 포괄한다(Jo, 2014; Kang et
al., 2016). 현재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융복합교

교양 교과를 설계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의 융합 태도와
세계시민의식 변화를 탐색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구
적 차원에서의 경제문제, 생활문제, 환경 위협에 대한 해

육은 개별교과들을 다양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융복합
트랙 또는 융복합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거나 융복합
콘텐츠로 구성된 융복합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Kim, 2013). 융복합 트랙이나 학

결을 모색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Sachs, 2015). 1987
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의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에서 ‘세대 간’ 개념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

과의 신설은 교육과정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일로 준비
에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융복합 교과의 개설은 교
수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융합 컨텐츠를 담은 단일 교과
목의 개발과 운영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에
맞추는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 이후, 불평등을 줄이
고 평등한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평등한 사회 발전과 통합, 자연 자원과 생태계의 보전과

수 있다.
융복합 교과의 설계와 운영은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가
지 교육내용과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되어왔다. 교과 간의
다학문적 융합을 통한 교과의 설계(Jeong, 2016; Kim &

복원을 추구하는 통합적 발전의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UN General Assembly, 2012).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인권,
평화, 시민, 미래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 교육과 연

Hwang, 2018; Lee & Yoon, 2016; Park & Ki, 2013), 영화,
음악, 책, 그림 등을 매개로 융복합적 인식과 역량을 도모

정치적 관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찰을 요구하기 때
문에 필연적으로 간학문성을 띠고 있다(Lee et al., 2005;
Son, 2018).

하려는 접근(Jeong, 2014; Kang et al., 2016; Seo, 2013; Yu
& Kim, 2017), 전통놀이, 세계시민 정신, 지속가능발전과

계되는데 이들은 과학적 원리, 철학적 논쟁, 경제적 이득,

지속가능발전 연계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을 통해 학생

같은 특정 주제를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의 개발(Baek &
Lim, 2014; Lee & Levinson, 2018) 등이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Lee, 2011), 창의·인성(Kang et al., 2016), 과학적 소

요구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

양(Lee & Yoon, 2016), 융합적 소양(Baek & Lim, 2014), 글
로벌 시민 정신(Lee, 2013)의 함양과 같은 융복합교육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성이 보

다.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로 시민의식, 지구공
동체 의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및 참여의식,
인권존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이 제시되었다(Chi &

고되었다.

Sun, 2007). 이러한 요소는 전 지구적 연결, 지구적 문제해
결을 위한 협력, 행동에 대한 전 지구적 영향 고려, 인권

반면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융복합교육의 목표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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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세계시민의식과 융합 태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자체의 간학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간학문적 특성을 갖는 문제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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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같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상당 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Chae, 2015). 융합 태도는 여러 학문 내용에 관해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융합을 실천하
려는 자세를 의미한다(Bang et al., 2019). 이러한 태도는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와 자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교과의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융
합 태도에 대한 긍정적 변화의 당위성이 있다.

II. 간학문적 연구절차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cess, IRP)

Figure 1. System map as the way to identify relevant discipline
(Mathews & Jones, 2008)

간학문적 연구는 방대하고 복잡해서 단일학문 영역의
지식과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나 문제를 설명하
거나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개별 학문적 관점을 통
합하여 깊이 있는 포괄적 이해에의 도달을 의미한다(Klein
& Newell, 1996). Repko와 Szostak(2016)는 간학문적 연구
의 절차를 10단계로 제시하며 이 단계에 따라 연구를 진
행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진술하는 것이다. 간학문적 연구가 요구되는 문
제는 본질적으로 여러 학문 영역의 내용이 연계되어 있
으며 다양한 분야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성을 띤
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간학문적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문제의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명확하게 제시되도
록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 분명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간학문적 접근의 정당화이다. 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정의한 문제가 간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적
절한지에 대한 정당화 과정으로 연구문제가 여러 학문
영역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인지 파악하고, 단일 학문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간학문적 접근이 필요한지 점
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정의한 연구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세 번째 단계는 유관학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선정한 문
제와 관련 있는 학문 영역을 파악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향 관계, o는 반대(opposite) 방향의 영향 관계를 의미하며
B(balancing)는 양쪽의 영향이 상쇄되는 관계, R(reinforcing)
은 강화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네 번째 단계는 문헌연구이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분과학문 연구에서의 문헌연구 방식과 비슷하지만, 분과
학문 연구에서보다 더 많은 분야의 문헌을 조사해야 하
므로 그 양이 필연적으로 방대해진다는 점, 각 분야 전문
가의 연구결과에 영향을 받아 관점이 고착될 수 있다는
점, 도서관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문헌 분류체계가 학문 분
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
어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
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유관학문의 적합성 개발이다. 연관된
학문 분야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이론과 방법론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선별하는 과정이다.
가령 텍사스 물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지구과학, 생물학,
정치학으로부터 지구온난화 이론, 과잉착취 이론, 침투
이론, 침식 이론, 시장 이론, 경계 이론 등이 차용될 수 있
다. 한편 각 학문 분야별로 서로 다른 독특한 연구방법론
이 존재한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실험, 수학적 모델, 분
류, 통계분석,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실험, 통계분석, 조사,
인터뷰, 삼각측정법, 인문학 분야에서는 텍스트 분석, 경

이때 문제의 복잡성을 다양한 유형으로 시각화하기 위하
여 시스템 지도(system map), 연구 지도(research map), 개
념 지도(concept map), 원리 지도(principle map)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이들 중 시스템 지도는 문제의 부분과 전체를

험과 직관, 해석학, 기호학 등의 방법론이 활용된다. 연구
과정의 효율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각각의 방법론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선택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파악함으로써 문제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관련 요인들의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 체계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효과

여섯 번째 단계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론을 평가하는 것
으로 “한 학문의 렌즈를 벗고 다른 학문의 렌즈로 갈아 끼
우면서(Newell, 2007)”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리학,
공학, 화학, 생명과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환경 분야 등

적이다. 시스템 지도의 사례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사
례로 제시한 시스템 지도에서 s는 같은(same) 방향의 영

다양한 학문 분야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이 해당 문제와 어
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로 이 단계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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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학문적 연구에서 이 10단계를 반드시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단계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것이다. 문제를 바라보는 각 학문 분야의 관점, 방법론,

III. 연구내용 및 방법

전제 등의 차이로 인해 문제 이해 과정에서 상충이 발생
할 수 있다. 가령, 자살테러를 인지심리학에서는 개인적
심리문제, 정치학에서는 정치적 전략 행위, 문화인류학에

1. 연구대상

서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갈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C 대학에서 교양강좌를 수강하

등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는 1학년생 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참여 학생들을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36명(43.9%)과 여학생 46명(56.1%)
으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교양강좌의 특성상 학생들

여덟 번째 단계는 개념과 이론 간의 공통 기반(common
ground)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학문 분야 간 개념이나 이론에 존재하는 간극을

의 전공은 법정경학부, 경영학부, 사회과학부, 국제학부
등으로 다양하였다.

조율하는 과정이다. 같은 용어가 각 학문 영역에서 다른
의미를 갖거나 다른 용어지만 의미가 같은 경우, 용어를
재정의함으로써 통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개념을 확
장하거나 변형함으로써 분야 간 개념의 간극을 좁히거나
서로 다른 분야의 개념 간 관계를 조직화하는 방법도 있
다. 예를 들어 ‘wealth’는 환경과학자들에게 생태계 보전
과 종 다양성의 유지를 의미하지만, 경제학자들에게는 자
본의 축적을 의미한다. 이때 ‘wealth’의 의미를 재정의하
거나 확장하는 방식으로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아홉 번째는 포괄적 이해(comprehensive understanding)
의 구성 단계로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개별
학문 지식으로부터 통합된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다양한 방식의 개별학문 지식 통합이 가능하다. 여러 분
야의 지식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거나 각 분야의 이론들을
서로 보충적인 관점에서 병렬적으로 결합하여 통합된 전
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는 미시적 혹은 거시적 수준,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수준과 같은 다양한 수준을 고려
한 통합도 가능하다. 마지막 열 번째 단계는 간학문적 연
구 과정의 효용성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물을 검증
하며 이를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의사소통의 단계이

2. 연구방법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관련 주제를 탐색
하여 특정 주제에 내재된 다차원적 내용 요소들을 분석
한 후, 학제 간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관련 문제 상황을 해
결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였
다. 연구자 2인이 1차적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설계안
에 대하여 과학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융복합 관련 교육 및 연구 경력을 지닌 교사 2인과 교양
교육 전담 단과대학 소속의 교수 1인이 함께 설계안에 대
한 타당도를 논의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다음과 같은 수업안을 도출하였다. Repko와 Szostak
(2016)가 제안한 간학문적 연구절차의 10단계 중 일부 단
계를 생략, 통합, 수정하여 ‘문제 정의 및 연구문제 진술’,
‘문헌연구와 유관학문 확인’, ‘각 학문 관점에서의 문제분
석’, ‘포괄적 이해의 구성’, ‘반성, 검증, 의사소통 및 개선’
의 5단계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문제해결 수업을
설계하였다. Table 1에 Repko와 Szostak(2016)가 제시한
연구 단계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의 단계를 비교하

Table 1. Comparison of research step in Repko & Szostak (2016) and the step of designed course in this study
The research step of Repko & Szostak(2016)
1 Define the problem or state the research question

The step of designed course
1

2 Justify us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Define the problem or state the research question
―

3 Identify relevant discipline
4 Conduct the literature search

2

Literature review and identify relevant discipline

5 Develop adequacy in each relevant discipline
6 Analyze the problem and evaluate each insight or theory
7 Identify conflict between insights or theories and their sources

3

Analyze the problem by each discipline's perspective

4
5

―
Construct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Reflect on, test, communicate the understanding and improve

8 Create common ground between concepts and theories
9 Construct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10 Reflect on, test, and communicate the understanding

2019, Vol. 23, No. 5

390

방담이 · 윤회정

여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대주제인 지속가능발전 관련

3. 검사 도구

이슈들은 본질적으로 간학문적 성격을 가지며 학문 분야

가. 세계시민의식 척도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Morais와 Ogden(2011)이 개발한 세계시민의식 척도(Global
Citizenship Scale, GCS)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글로벌
시민의식의 하위 개념을 사회적 책임, 글로벌 역량, 글로
벌 시민참여로 모델화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책임은 국제 정의와 불평등
에 대한 인식 수준, 이타주의와 공감 등에 대한 인식을 포
함하는 범주이며, 글로벌 역량은 타문화와의 교류와 관련
된 자기 특성, 문화간 소통 능력, 국제적 이슈 및 사건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글로벌 시민참여
는 시민 단체에의 참여, 정치적 의견 제시, 글로벌 시민
활동 등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검사 도구의 Cronbach’s α
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책임 범주는 .612, 글로벌 역량 범
주는 .831, 글로벌 시민참여 범주는 .945, 전체 문항은
.893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 개념, 이론, 전제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대학
의 교양수업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었으므
로 Repko와 Szostak(2016)가 제시한 2, 8단계에 해당하는
간학문적 접근의 정당화 단계와 공통기반의 생성 단계는
생략하였다. 활동의 특성상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유관학문의 확인 단계(3단계)와 문헌연구 단계(4단
계)는 통합하여 ‘문헌연구와 유관학문 확인' 단계로 명명
하였다. 유관학문의 적합성 개발 단계(5단계), 문제의 분
석, 통찰과 이론의 평가 단계(6단계), 갈등의 확인 단계(7
단계)는 조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중요성과 비중을 갖게 되므로 이 단계들을 통합하
여 각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각 학문의
관점에서의 문제분석' 단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반성,
검증, 의사소통 및 개선 단계(10단계)는 기존의 반성, 검
증, 의사소통에 개선을 추가하여 ‘반성, 검증, 의사소통
및 개선' 단계로 구성하여 반성적 검토를 반영하여 연구
결과물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설계에 따라 한 학기인 15주 동안 수업을 운영하였
다. 1주차에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수강 신
청을 변경하여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양 교과를 수
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수강 신청이 확정된 2주차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과 융합 태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수강생의 응답 비밀 유지와 응답 신뢰성 확
보를 위하여 무기명 검사로 진행하되, 사전·사후 대응표
본 분석을 위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기재하
도록 하였다. 3~15주 동안 설계한 수업과정에 따라 수업
을 운영하였다. 3주차에 1단계를 진행하였으며 동일 주제
를 선택한 4~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4주
차에 2단계, 5~6주에 3단계, 9~13주에 4단계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5단계는 3회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4
주차, 7~8주차, 14주차에 조별 발표를 통해 진행된 상황
을 학급 전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 연구
를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시
행하였다. 문제해결 수업의 단계별 학생 활동 결과물과
학생들의 발표 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하거나 서
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수업 적용이 끝난 후 동일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전검
사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였다. 수거한
검사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비밀번호 대조가 불가능
한 응답을 제외한 82부의 검사지를 최종 결과분석에 활
용하였다.

나. 융합 태도 검사 도구
학제간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함양할 것으로 기대되
는 감성적, 정서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Bang et al.
(2019)이 개발한 융합 태도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검사 도구는 총 5개 범주의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하위 범주
별 문항 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 범주 8개 문항,
‘심미적 감성’ 범주 8개 문항, ‘융합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
범주 5개 문항,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6개 문항, ‘교과
융합에 대한 의지’ 4개 문항이다. 검사 도구의 Cronbach’s
α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 범주 .904, ‘심미적 감성’
범주 .797, ‘융합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 범주 .817, ‘차이
에 대한 이해와 수용’ .806, ‘교과융합에 대한 의지’ .854
이며 전체 검사 도구는 .92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학생들이 매주 수업시간에 진행했던 활동과 제출했던
과제를 조별로 수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활
동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을 선정
하여 그 특징을 구체화하였다. 수업의 사전·사후에 실시
하였던 세계시민의식 척도와 융합 태도 검사 도구는 수
합하여 각각의 하위 범주와 전체 응답에 대하여 서술통
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사전·사
후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
여 대응표본 t검정(two-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
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4.0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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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문제해결 수업의 단계별 학생 활동

가. 문제 정의 및 연구문제 진술
UN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
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빈곤퇴치, 기
아해소,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 평등, 물과 위생, 모
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
과 인프라,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대응, 수중생물, 육상생물, 평화
와 정의 및 제도,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의 총 17개이다
(UN, 2015). 간학문적 문제해결의 대주제로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4~5명으로 구성
된 모둠별로 해당 목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문제의 대
상과 범위를 포함하여 문제의 초점을 분명하고 구체적으
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Table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에서 빈곤퇴치,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불
평등 완화, 책임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대응, 육상생물
의 8개 목표에 대하여 총 18개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양질의 교육과 불평등 완화에 대하여 각각 4개씩의
연구문제가 제안되어 학생들이 해당 목표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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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헌연구와 유관학문 확인
두 번째 단계는 문헌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문제와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의 다양한 요
인들을 시각화해 보는 것이다. 이 단계를 통해 문제와 관
련된 다양한 요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
여 더욱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학생들에
게 다양한 시각화 방법의 사례를 보여준 후, 자신의 연구
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지도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모둠별
로 학생들이 작성한 지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대체
로 다양한 요인 간의 복잡한 관련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선형적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예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Figure 2의 왼쪽 지도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육상생
물에 해당하는 연구문제인 ‘멸종위기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각
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외래종 유입, 불법 밀렵, 산업혁명
등이 원인이 되어 생물 서식지의 파괴, 먹이사슬의 붕괴
와 같은 생태계의 위기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멸종 위기
종인 생기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적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한 과정을 보여준
다. 오른쪽 지도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성 평등에 속하
는 연구문제인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은 무
엇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문화적, 사회적 요인과 개
인의 인식이 원인이 되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성차

Table 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research questions
SDGs

Research questions

No poverty

How to motivate the culture of giving to eradicate poverty?
How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How to compensate the defect of welfare system in Korea?

Good health

How to provide medical care in underserved areas of Indonesia?

Quality education

Gender equality

What i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give an appropriate education to Indian children and to reduce wastage rates?
How to give quality education to children in Central African countries?
How to complement the domestic admissions system to improve for quality education?
How to solve digital divide of the students learning late in life?
How can we improve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ffordable clean energy How to improve the system and legislation to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Reduced inequalities

The right of
sexual minority

What is the way to alleviate people's discriminatory views on sex minorities?
How to educate adolescents for the improvement of sex minorities discrimination?

Protection of
Refugees

What ar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refugee examination system in Korea?
How to encourage college students to help refugees?

Responsible consumption
How to encourage people to buy fair trade products?
and production
Climate action
Life on land

2019, Vol. 23, No. 5

What are the policy measure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How can we improve awareness of endangered species and motivate an action to protect them?
What can we do to make college students pay attention to unethical nature of anim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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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s of map focusing on linear relationship of variables

Figure 3. Examples of map considering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별, 성에 대한 혐오 등이 나타나며 법적, 교육적, 문화적

상과 요인을 구체화한 후, 일방향 화살표, 점선, 양방향

해결방안이 가능함을 시각화하였다. 두 지도 모두 연구문
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문제 발생에 대한 원
인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
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화살표 등 다양한 유형의 선을 이용하여 그들 간의 관계
를 시각화한 것이다. 오른쪽 지도는 교육격차와 관련된
여러 요인의 영향 관계를 일방향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또한, 그 관계 중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일부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선을 이용하여 연구문제
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 간의 인과, 반대, 유사 등의 관계
를 표현하였으며 각 요인이 문제의 발생이나 심화에 미

고 생각하는 관계를 지도 하단에 나타냄으로써 문제해결
의 실마리를 구체화하였다.

치는 중요도 관계를 명시하여 해결방안 도출에 반영하려

다. 각 학문 관점에서의 문제분석
세 번째 단계에서는 관련된 학문 분야의 개념, 이론, 원
리로부터 문제해결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고, 이들이 해
당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하게 된다. 이 단
계는 각 학문 분야에서의 관점, 방법론, 전제 등이 상충할

고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된 지도의 예시는 Figure 3과 같
다. 두 지도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빈곤퇴치와 양질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 지도는 빈곤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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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하는 단계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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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의 부족, 내전 등 여러 요인을 병렬적으로 종합

다. Table 3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별로 연구문제의 해결방

하여 문제 유발원인을 각각 해소함으로써 전체 문제해결

안에서 제시된 학문 분야별 이슈나 요인을 제시하였다.

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학문적인 과정을

문제별로 관련된 유관학문을 분석한 결과, 사회학, 윤리
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법학 분야가 빈번하게 언급되었

거친 후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다중 원인을 모두 고려하
기보다는 영향이 가장 큰 요인에 집중하는 성향을 나타

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 분야는 성 평등, 모두를 위한 청

냈다.

정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육상생물의 특정 주제에서만
언급되었으며 그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수학이

다중 원인적 통합 이외에 순차적으로 요인을 결합하는
방식도 종종 나타났는데 양성평등 인식의 부족이 제도의

나 예술 분야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학문 분야 간

부재를 낳고 이것이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을 유발함으로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경제학과 윤리학 영

써 사회 내 성간 갈등을 심화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그 예

역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이 윤리적
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활동일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

이다. 이러한 순차적 통합 방식을 취한 학생들의 경우 가

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구현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장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인식의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 병렬적 통
합, 교차수준 인과적 통합, 공간적·분석적 통합은 전혀 나
타나지 않았다.

라. 포괄적 이해의 구성
이 단계는 간학문적 문제의 이해와 분석 결과를 종합하
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분석 결과로부터 추출
된 다양한 변인을 통합하는 방법은 다중 원인적, 순차적,
병렬적, 교차수준 인과적, 공간적·분석적 통합으로 분류
할 수 있다(Repko & Szostak, 2016). 학생들의 활동 결과
물을 분석한 결과, 이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유
형은 몇 가지 분리된 독립변인의 결과로 하나의 문제가
유발되었다는 전제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중
원인적 통합이다. 가령 빈곤 국가의 아동 교육 문제에 대
하여 제도의 부재, 빈곤으로 인한 아동노동, 교육 시설 및

마. 반성, 검증, 의사소통 및 개선
이 단계는 모둠별로 연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교수
자, 다른 모둠원들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면
서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과 검증을 시도하고 개
선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의 진행
과정,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한 번씩 총 세 번에 걸쳐
진행한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기록하고, 조별로 피드백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모둠별로 피드백을 반영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여 개
선할 것인지, 피드백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Table 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interdisciplinary analysis
SDGs

Analysis by each discipline's perspective

No poverty

social welfa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ethics (human rights), economics (capitalism and free-market
systems), international studies (polic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dynamics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and developed
nations), business (social enterprise), law (welfare related laws)

Good health

social welfare (socialized medicine), medical science (method for diagnosis or treatment of the diseas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medical aid and sanitation of poor countries)

Quality education

social welfare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in poverty), education (parents' education, factors for dropping out), law
(child labor, legislation for enforced education)

Gender equality

science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genders), sociology (patriarchy), education (gender equality promotion education)

Affordable clean energyscience (bio energy, the kinds and principles of power plants), law (policy and law about renewable energy)
Reduced inequalities

The right of sexual minority

education (education about sexual minority), ethics (the rights of sexual minority)

Protection of Refugees

international studies (background and cause of Syrian civil war), law (refugee examination system),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refugee aid organizations, educational
aid, financial aid), ethics (humanitarianism)

Responsible consump- economics (fair trade market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usines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ion and production law (omnibus trade bill, child labor laws )
Climate action
Life o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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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remedial technology of microbial utilization)
science (alternatives to animal testing), ethics (appropriateness of animal protection, ethical problems of animal testing),
law (animal testing regulation bill, regulation bill for animal test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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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출하였다. 연구주제의 선정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및 구체화, 방법의 적절성, 절차의 구체성, 연구결과의 기

UN이 제시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대효과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피드백이 이루어졌으며 학

Initiative, GEFI)에서는 3대 우선순위 중 하나로서 글로벌

생들은 개선한 내용을 최종 결과물에 반영하였다. 상이한
전공의 학생들이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여 집단의 의견으

시민성 함양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에서 매
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Kim et al., 2016). 이 연구에서

로 종합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구 과정 및 결과 전반에 걸

는 지속가능발전을 수업의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지속가

친 개선뿐 아니라 유관학문의 광범위한 활용을 도모할

능발전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성 함양은 여타 다른 연구

수 있었다.

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이다. 지속가능발

2. 문제해결 수업에 따른 세계시민의식과 융합 태도 변화

개방성으로 정의되는 민주 시민적 태도가 신장되었으며

가. 세계시민의식
문제해결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사회적 책임 범주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
은 모두 3.41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글로벌 역량과 글
로벌 시민참여 범주에서는 사후검사의 평균이 각각 3.57,
3.62로 사전검사의 평균인 3.18, 3.4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문항의 사후검사 점수도 사전검사보다 향상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한 결과, 글로
벌 역량 범주(p = .000)와 전체 문항의 합(p = .014)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글로벌 역량은 타문화와의 교류와 관련된 자기 특성,
문화 간 소통 능력, 국제적 이슈, 사건에 대한 흥미와 지
식을 포함한다. UNESCO(2013)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정의롭고, 평화적이며, 관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
한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를

(Kang & Son, 2016)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참여의
식, 세계지향적인 태도 등이 신장되었다(Chae, 2015). 선

전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라 책임감, 리더십, 도덕성,

행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나 글로
벌 시민참여 범주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역량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참여나
실천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부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는 이 수업의 최종 결과물이 아이디어의 도출과 초보적
인 실행 과정에 그치는 것으로 인한 한계로 보인다.

나. 융합 태도
문제해결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융합 태도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 다섯 개의 하위 범주 중,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 심미적 감성, 교과융합에 대한 의지의 세 범주에서
사전검사 점수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융합
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범주에

Table 4. Results of the two-dependent samples t-test on global citizenship
Pre-test

Category
Social responsibility
Global competence
Global civic engagement
Total
*p<.05, **p<.01

Post-test

t

p

0.77
0.49
0.81

0.007
4.578
1.161

.994
.000**
.249

0.46

2.514

.014*

Mean

SD

Mean

SD

3.41
3.18
3.47

0.71
0.62
0.81

3.41
3.57
3.62

3.35

0.46

3.53

Table 5. Results of the two-dependent samples t-test on convergence attitude.
Category

Pre-test

Post-test

t

p

0.65
0.60
0.62
0.51
0.64

0.562
2.543
0.663
0.034
2.018

.575
.013*
.510
.973
.047*

0.50

1.214

.228

Mean

SD

Mean

SD

Interests in various disciplines
Aesthetic sensitivity
Commitment to the integrated task
Comprehension and tolerance about difference
Willingness to integrate disciplines

3.68
3.51
3.63
4.17
3.44

0.63
0.56
0.66
0.45
0.68

3.73
3.73
3.58
4.17
3.64

Total

3.69

0.46

3.7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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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사후검사 점수는 사전검사 점수보다 조금 낮거나

는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달성할 수 없다는 본질적 속성

같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은 지속가능발

분석한 결과, 심미적 감성(p = .013)과 교과융합에 대한

전의 원리와 이념에 부합하는 지식, 윤리적, 실천적 규범

의지(p = .047) 범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융합 태도 전체에 대한 사전검사 점수는 3.69

과 가치 함양 및 지속가능한 인간 발달을 도모하는 접근
(Wals, 2009)이라는 측면에서 전인교육으로서의 교양교

였고, 사후검사 점수는 3.77로 수업 전보다 향상되었지만,

육 취지와 성격에 부합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간학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적 연구 절차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제해결 수업이라

로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산출물에 대한 예술성의 고

는 교육 절차로 구현하여 체계적인 융·복합 수업을 설계
하였고, 이는 교육과정의 질과 실용성을 담보한다는 면에

려가 포함되며, 교과융합에 대한 의지는 여러 교과의 내

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심미적 감성에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

용을 활용하여 상황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
지를 의미한다(Ba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간학문적 문제해결 수업의 단계에 따라 학생들은 연구

이 간학문적 주제의 해결방안을 홍보자료, 포스터, 영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여러 학
문 분야의 다양한 요인들을 시각적으로 명료화하여 확인

굿즈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발표하도록 하였
고, 여러 유관학문의 지식, 관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
로 포괄적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하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종합한 후 해결방안을 도
출하게 된다.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
과를 바탕으로 교수자가 간학문적 문제해결 수업을 운

이러한 과정이 심미적 감성, 교과융합에 대한 의지의 변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KOFAC(2017)의 융합 태도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수학·과
학적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디자인 소재 융합 수업의 효

영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
정한 연구문제와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의 다양한 요인
간의 관계를 시각화한 지도를 보면 학생들은 선형적 관
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양한 요인이 시간의 흐

과를 분석한 Lee(2017)의 연구에서도 융합 태도의 일곱
가지 범주인 흥미, 배려, 소통, 유용성/가치인식, 자아개

름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잡성, 비선형성을 이해
하는 것과 관련된 사고를 시스템 사고라고 한다(Sterman,
2001). 시스템 사고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
제를 바라보도록 하므로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인 해결방

념, 자아효능감, 이공계 진로선택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지식, 개인적 관련성, 사회적 관련성,
흥미, 자아효능감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한 Shin et al.
(2014)의 융합에 대한 태도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일상생
활 관련 문제 상황의 제시를 통해 해결방안을 고안하도
록 하는 STEAM 수업은 지식, 흥미, 자아효능감의 세 범
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Kim & Jeon, 2016). 연구
에 따라 적용한 검사 도구와 수업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
지만, 영역 간의 융합, 간학문적 주제를 다루는 수업을 통
해 다양성에 대한 인식, 인지, 존중, 흥미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이 연구의 결과와도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간학문적, 학제간, 혹은 융·복합 연구와 교육에 관한 관
심과 실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러한 연
구와 교육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한 반성과 개선에 대한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을 간학문적 주
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이나 관점에 대한 고려
와 공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의 함양과 구
체적 실천을 목표로 대학교 교양수업을 설계하였다. 지속
가능발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표는 여러 학문 분야
의 개념, 이론, 전제, 방법론에 대한 간학문적 접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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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생성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문제의 원인
은 다른 문제의 결과이고 전체는 상호의존성이 있는 부
분들의 집합이며 여러 요인은 강화와 상쇄 등 다양한 유
형의 관계로 얽혀있고, 단순하고 빠른 해결방안이 장기적
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등을 지
속적으로 주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복잡한 연관 관계를 이
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Senge, 1990).
둘째, 순차적 통합 유형의 경우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
에 집중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다중 원인적 통합 유형은 병렬적인 접근이 필수
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제해결 유형을 보면 단일 원
인에 집중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간학문적인 접
근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따라서 문
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각 학문 분야의 상보적인 관
점을 종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추가적인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이었으나 실제 수강한 학생들은 대부분 사
회계열 학생이었다. 학생들의 전공은 수업 활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시각화하여 작성한 지도나 각 학문 관점에서 문제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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