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造形敎育 第57輯 2016
Art Education Review, No.57
2)3)

문화·예술과 융합한 학생설계전공(Student-Designed Major)의
현황과 사례*
안 지 연**

＜초 록＞
본 연구는 학생설계전공(Student-Designed Major)의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실행과 확대를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생설계전공은 둘 이상의 학과 또는 학문을 융
합하여 학생 스스로 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그 형식과 내용에서 융합, 학습
자 중심, 자기 주도성, 창의성 등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상을 잘 반영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학생설계전공의 실제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예술과 융합하여 학생설계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들의 서류를 분석하고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설
계전공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 및 진로를 다방면으로 탐색한 후 최소 셋 이상 학과의
전공과목을 융합하여 전공을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설계전공의 장점은 자
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는 즐거움, 전공을 설계하고 커리큘럼을 계획한 경험의 가치, 전공의
특수성이었으며 반대로 단점은 기초 소양 쌓기의 어려움, 학문적 공동체가 없다는 외로움, 행
정절차 상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학생설계전공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 관리 인력의 지원, 보다 엄격한 심의 과정을 토대로 한 학생의 자율권 확대 등이 요구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key words): 학생설계전공(Student-Designed Major), 융합(convergence), 학습자 중심 교육
(learner-centered education)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많은 대학생들이 본인의 흥미나 적성 이외에 성적 또는 취업 전망에 따라 대학과
* 본 논문은 ‘안지연(2015). 문화‧예술과 융합한 학생설계전공(Student-Designed Major)의 현황과 사
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중심으로. 2015 한국조형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
완한 것임.
** 본 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 ahnjy0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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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을 선택한다(이건남, 정철영, 20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Charles, Martha,
& Priscilla, 2005). 그러나 흥미, 적성 등의 내적 동기가 아닌 전공의 인기나 취업 전
망 등의 외적 동기만을 고려하여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고 대학 적응 및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학의 전반적인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개인의 잠재적 가능
성 개발의 박탈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어 전공 선택의
요인으로서 내재적 동기에 대한 숙고가 강조되고 있다(구윤희, 2007; 장대운, 박진현,
나동진, 이영식, 1986; 장문영, 2005). 또한 최근 대학이 그 고유의 역할을 잃어버린
채 취업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비판(오찬호, 2015)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학의 역할
에 대해 흔히 두 가지 입장이 제시된다. 하나는 대학이 학문 탐구와 지성 탐구의 요
람으로 거듭나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이 학생들의 현실적 필요를 만족시
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쪽의 입장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한 면이 결여된다면 대학의 역할에 관한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요구나 외부적 조건이 아닌 자신의 내재적인 동기에 따라 전공 및 직
업을 선택하는 것이 그 영역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이는 그들의 삶을 보다 수월
하게 이끈다(Csikszentmihalyi & Nakamura, 2007)는 점에서 적성 및 흥미에 따른 전
공 선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교적 최근 국내에 도입된 학생설계전공(Student-Designed
Major)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이를 여러 학문과 융합하여 스스로
자신의 전공 및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근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학생설계전공은 국내에서 자기
설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등으로도 불리며, 영문 명칭으로는 Student-Designed
Major, Self-Designed Major, Independent Major, Independent Concentration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생이 기존의 학과에 소속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전공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자는 학생설계전공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학생
설계전공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 등을 조사하여 학생설계전공의 역사와 의의, 배경을 정리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국내외 대학의 학생설계전공 담당자와 전화
또는 이메일 교신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후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수집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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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생설계전공 중 문화·예술과 융합한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
고 있는 학생들로 범위를 좁혀 문화·예술과 융합한 학생설계전공의 장단점 및 개선방
안 및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학생설계전공의 가치 및 가능성을
인지하고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학생설계전공의 이해
1. 학생설계전공의 정의
학생설계전공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생설계전공의 효
시로 알려진 브라운대학교(신의항, 2013)에서 제시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학생설계전공(independent concentration)은 학생으로부터 설계되고 권한이 위임된 개
인화된 프로그램이다. 학부학생에게 ‘New Curriculum’을 채택한 이래로 브라운대학교 학
생들은 특정 주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조직된, 그들 자신만의 새로운 간학문적 전공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학생설계전공은 현재 표준적인 전공에서 제안하지
않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브라운대학교, http://www.brown.edu).

브라운대학교에서는 1960년대에 ‘New Curriculum’을 채택하였다. 주요 골자는 종전
의 교양필수과정을 없애고, 전공과목 8-10강좌 이외에는 수강과목 선택을 각 학생 개
인의 결정에 일임하는 것이다. 브라운대학의 학사과정 철학에는 각 개인의 장래계획
을 고려해서 대학교육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 학생 개인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 결정할 수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자기 장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학부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육철학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학생설계전공은 브라운대학에서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거쳐 승인되고 세심하게 관리
된다. 일례로 학생설계전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이 함께 연구하기 원하는 지도
교수는 물론이고 ‘또래지도’(Peer Advising), 들어주고, 자문해주고, 제안해주는 ‘보살
펴주는 교수진’(Caring faculty member who listen, consult, and make suggestions)
등을 제공하며, 훌륭한 논문을 쓰기 위한 다수의 위원회가 조직된다(신의항, 2013).
설계전공 및 자유전공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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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전공 담당 교수인 James M. Finlay에 따르면 설계전공은 일반적인 학생보다
도 자신의 연구 분야에 더 많은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학
생은 자신이 제안한 전공의 아이디어를 전개하면서 교수, 설계전공 디렉터와 상의 후
제안서를 써서 신청한다. 설계전공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의 넓은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로는 코넬대학교 내에는 없지만 다른 대학교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기존
의 전공을 대체하기 위한 전공이다. 두 번째 범주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아직까지 전
공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학제적 연구 영역에서는 인정받은 전공들이다. 세 번째
범주는 학생이 제안한 독특한 생각의 결과이다. 이러한 설계전공은 학생들에게 기존
전공의 대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적절한 아이디어와 탄탄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려움과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설계전공은 대학, 교수, 학생 모두에게 수많은 이익을 준다(Finlay, 2009).
국내 대학에서 소개하는 학생설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제작된 뺷서
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설계전공 안내서뺸에 따르면 “학생설계전공이란 2개 이상
의 학과(학문)의 융합을 토대로 한 학제적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학생설
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하는 것”(p. 1)을 말한다. 뺷2015년 서강대학교
홍보 브로슈어뺸에는 “학생설계전공은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는 서강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엿볼 수 있는 전공으로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취합하여 자신만의 전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p. 12)로 소개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au.ac.kr)에는
“자기설계전공은 학생이 주전공 이외의 전공교육과정 편성을 직접 설계하여 이수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대학 홈페이지(http://www.skhu.ac.kr)를 통
해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설계전공은 세부 내용 및 운영에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 스스
로 자신의 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그 배경에는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융합, 통합하여 학제 간 연구를 강조한다는 점과 학습자 중심, 능동적 학습 등
교육에 대한 최근 이슈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생설계전공의 의의
본 연구자는 학생설계전공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장점이 있다고 보
았다. 첫째는 학생설계전공은 융합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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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분과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학문 내 또는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이
교육의 화두가 된지 오래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도 융합전공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하나의 전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간, 교원 등 물리적, 제도적으로 해결해
야할 문제가 산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해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합의
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또한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능
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합교육의 의미(김평수, 박치완, 2014; 홍병선,
2009)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학생의 설계를 존중하는 학생설계전공이 더욱
큰 이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학생설계전공이 아니더라도 근래 많은 대학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을 통합 혹은 융합 전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복
수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를까? 하나의 예로 한 학생이 ‘예술경
영학’이라는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것과 ‘예술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는 것을 비
교해보자.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다수 진행해온 Drake와 Burns(2004/2006)에 따르
면 통합은 다학문적 통합(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간학문적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초학문적통합(Transdisciplinary)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위의 분류에 따라
‘예술경영학’을 학생설계전공으로 이수하는 것과 ‘예술학’ 및 ‘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을 대입하여 설명해 보면, 다학문적 통합의 경우 두 개 이상의 교과가 각
교과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병렬적으로 결합하며 교과의 구
분이 분명하다. ‘예술경영학’을 ‘예술학’과 ‘경영학’의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각 교
과가 독립성을 유지한 채 병렬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다학문적 통합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학문적 통합은 두 개 이상의 교과가 공통적 개념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
로 융합되며 교과별 구분은 유지되나 뚜렷하지는 않은 것을 말하며, 초학문적 통합은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가 경계를 거의 갖지 않고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예술경영학’이라는 학생설계전공을 설계하여 이수하는 것이 교과간의 벽
을 허물고 보다 근본적인 통합을 이루는 간학문적 통합 또는 초학문적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용어의 사용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통합의 개념을 설명한 최재천과 주일우의
분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은 “모두 합쳐서 하나로 모음 또는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모아서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통일(unification), 또는 응집(cohesion)의 의미를 지닌다. 대학에서 서로 다른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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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하나의 학과로 묶이는 과정이나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합집산 하는 과정을 통합이라
고 보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융합은 “녹아서 또는 녹여서 하나로 합침”이라는 뜻으
로 핵, 세포, 조직 등이 합쳐지는 과정을 묘사할 때 흔히 쓰인다. 영어로는 syncretism,
convergence, fusion 등의 의미에 가깝다. 통섭은 “서로 다른 요소 또는 이론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단위로 거듭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융합이 여러 재료들이 혼합되어 있는
‘비빔밥’이라면 통섭은 그 재료들이 발효과정을 거쳐 전혀 새로운 맛이 창출되는 ‘김치’나
‘장’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통섭은 단순한 병렬적 수준의 통합이나 융합을 넘
어 새로운 이론체계를 찾으려는 노력이다(최재천, 주일우, 2007, p. 306).

위의 내용에 대입해보면 ‘예술경영학’을 ‘예술학’과 ‘경영학’의 복수전공으로 이수하
는 것은 물리적인 수준의 ‘통합’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경영학’을 학생설계전공으로
이수하는 것은 이보다는 좀 더 한 단계를 넘어선 상위의 ‘융합’, 나아가 ‘통섭’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전개되는 학생설계전공을 들여다보면 둘 이상 학과의 전공수업을
포함하여 학생설계전공을 계획 및 이수하고 있어 통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수준과
내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리적인 의미의 통합일 수
도 있고, 화학적 의미의 융합일 수도 있으며, 생물학적 의미의 통섭일 수도 있다. 학
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에게 초학문적 통합, 통섭 수준의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복수전공이나 다전공 제도를 활용한 통합은 다소 소극적이며
다학문적 통합 또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기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다른 전공을 단순히 묶어 놓는 것보다 여러 전공의 지식이 보다 깊은
수준에서 섞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내는 것이 융합교육에서 추구하는 바
라면 학생설계전공이야말로 융합교육의 이상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많은 대학이 제한적인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다. 위에서 언급한 ‘예술경영학’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할 때 ‘경영학’ 전공을 운
영하는 대학은 많지만 ‘예술학’이라는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홍익대, 경기대
등 소수의 대학뿐이다. 이 경우 학생이 ‘예술경영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해
도 복수전공으로 이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술경영학’이라는 학생설계전
공을 설계하면 ‘예술학’ 전공이 학부 내에 없더라도 관련 과목을 인문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 등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설계전공은 대학원 내지는 타 대학 학점이수를 허용하는
등 학생 스스로 설계한 전공을 취지에 맞게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조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융합전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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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생설계전공은 학습자 중심 교육, 능동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등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교수학습 원리가 극대화된 형태라는 장점이 있다. 2010년 MIT 미
디어랩에서 이루어진 실험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학생들의 교감신경을 활성
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생이 직접 실험을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심지
어 수면을 취할 때에도 활성화되던 교감신경계가 TV를 볼 때나 강의식 수업을 들을
때에는 완전히 불활성화 상태라는 것이다(Poh, Swenson, & Picard, 2010). 이 결과는
수동적인 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교감신경계를 자극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강의식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회의를 가속화하고 학습자 주도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
행을 활성화시켰다. 행동주의 교육이나 인지주의 교육이 교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왔
고 구성주의의 등장 이후 학습자 중심의 교육원리가 지지되어 왔지만, 이는 교육 현
장에서 교수학습방법에 주로 적용되었다. 즉, 교수자가 학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전공으로 만들고 프로그램화한 뒤 그 안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학생설계전공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부터 자기주도로 이루어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도교
수를 비롯하여 관련 교수진, 조교, 멘토 등의 도움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맞추어 이수할 전공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을 설
계하고 전공에 맞는 졸업요건까지 계획하여 이수한다. 이는 교육의 시작부터 마무리
까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대 교육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원리를 최적으로 반영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학생설계전공은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유연하게 내용과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학생설계전공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생이
탐구하고자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공을 구상하고 실현한다. 따라서 때로는 전 세계
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전공이 탄생하기도 하고 단 하나밖에 없던 전공이 사회의 인정,
학생들의 호응을 얻어 유사한 전공을 설계하는 동료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학생설계
전공은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형태
를 변화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닌다.

3. 학생설계전공의 현황
국내 대학의 학칙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월 현재 학생설계전공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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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여대 등이며 1998년 서강대학교에서 3명의 학생을 승인한 것이 국내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대학에서도 속속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이 신청하고 이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대학에 학생설계전공이 설치되어 있지만 앞서 언급
한 브라운대학교 이외에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콜롬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그리고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의 학생설계전공자 수는 매년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운영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신의항, 2013). 브라운대
학교(http://www.brown.edu)에 공개된 학생설계전공 목록을 보면 2015년에 승인되어
2016년에 시작되는 학생설계전공만 27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또한 2016년 기준으로
6500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브라운 대학교의 규모를 생각할 때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 2015년 1월, 본 연구자는 코넬대학의 설계전공담당교수인 James M. Finlay
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코넬대학에서도 전체 대학을 통틀어 일 년
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어 학교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James M. Finlay와의 개인 서신, 2015년 1월 31일).
연구자는 2015년 1월 학생설계전공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학 중 서울 소재 여섯
대학에 자료를 요청하여 다섯 대학으로부터 학생설계전공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승
인된 전공을 제공받았다. 각 대학의 학생설계전공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학생설계전공 운영 현황
대학

시행 시기

승인된 전체 학생설계전공 수

문화 또는 예술과 직접 관련된
학생설계전공 수

A

1998

36 전공

2 전공

B

2014

9 전공

0 전공

C

2013

1 전공

1 전공

D

2009

67전공

11 전공

E

2009

24 전공

1 전공

127전공

15 전공

총계

위의 다섯 대학 중 A, B, C, D 네 대학은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E 대학은 부전공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학생이 주도
적으로 자신의 흥미에 따라 기존에 없던 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하는 것이기에 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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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하게 합산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대학에서 승인된 학생
설계전공은 총 127전공이며 예술 사회학, 공연예술인문학, 문화예술경영학 등 문화 또
는 예술이 전공명에 포함된 전공은 15전공으로 약 12%로 나타났다. 인문학, 사회과
학, 자연과학, 공학 등 수많은 학문 영역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결코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문화 또는 예술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을
포함할 때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는 문화·예술 융합 전공에 대한 관심 및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설계전공이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학생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지 잘 보여주고 있는 에세이가 있어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의 에세이는 서강대
학교 학사지원팀에서 제공하는 뺷학생설계전공 가이드북뺸에 실린 것으로 학생이 대학
의 교양수업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공연예술인문학’이
라는 학생설계전공을 설계하고 이수하는 과정, 그리고 학생설계전공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수업을 계기로 공연예술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예체능이 없는 A대
학교에서 관련 커리큘럼을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1전공이 화공
생명공학인 공학도에게 예술 관련 학문을 접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찾은 것이 학생설계전공입니다.... 막연히 고등학교 때 문·이과를 나누어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과 달리 설계전공은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고 공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
이 고민하게 됩니다. 제 경우엔 2년에 걸쳐 그것을 충분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
운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인문학이 지루하고 딱딱한 학문일 것 같아 거들떠도 안
봤는데 제가 공부하고자하는 학문에 인문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인문학을 ‘직
접’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나에게 지금 이 공
부와 저 공부가 필요하다’를 깨닫고 직접 자료를 찾아 공부한다는 즐거움은 이전에 경험
해보지도 못한 것이거니와 거기서 얻는 성취감과 희열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조휘영,
2015, p. 9).

위 학생은 본인의 관심을 전공으로 설계하기 위해 공연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유
사한 전공을 운영하는 국내, 국외의 대학의 커리큘럼을 꼼꼼히 분석하였다. 이렇게 학
계의 흐름을 파악한 후 재학 중인 학교의 신문방송학 전공 내 공연예술트랙, 아트앤
테크놀로지 전공에서 개설된 과목에서 문화 및 창의성 관련 교과목을 선택하고, 철학,
종교학 전공에서 인문학적인 지점의 교과목을 찾았다. 취업 및 대외활동에서도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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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의 관심으로 인해 면접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실용적인 장점 이외에도 자신이 설
계한 전공에 대한 애정으로 매 순간 기대하며 즐길 수 있었던 것을 학생설계전공의
매력으로 꼽았다.
위의 조사를 통해 학생설계전공의 실제 운영 비율은 높지 않지만 각 학생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기주도성, 창의성 등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 융합 학생설계전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Ⅲ. 학생설계전공의 사례 – 문화·예술과 융합한 학생설계전공을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사례를 통해 학생설계전공의 실제 운영 및
장단점, 개선점 등을 논의하고자한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사례를 선택한 이유
는 첫째, 학생설계전공을 운영하는 대학 중 가장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둘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종합대학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적어 이상적인
형태의 전공 설계가 가능하고 셋째, 심의과정 및 담당 인력 등을 고려할 때 학생설계
전공의 관리가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2007년 서울대가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의 권고에 기반을
두고 2009년 단과대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경계를 넘어 미래로’라는 자유전공학부 모
토는 고전과 첨단을 넘나들고 분과 학문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폭넓은 기초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09년 157명의 학생이
입학한 이래로 2015년 1월 기준 874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적
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스스로
학생설계전공을 만들게 된다(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11).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
부에 있어 학생설계전공은 교과목이나 전공 선택의 다양성 및 학생의 선택 폭을 증가
시키고 관심이나 적성에 맞는 학문을 선택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
며 학문 탐구와 교육활동의 내재적 동기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
다. 더불어 전과나 편입 등의 소모적인 행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교수들의 학제 간 연
구 및 공동연구의 활성화에 일조하며 학과 간 폐쇄성을 극복하고 영역 안주 분위기를

문화·예술과 융합한 학생설계전공(Student-Designed Major)의 현황과 사례 109

극복하여 개방적 체제로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대학 교육과정의 유연화에 기여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설립추진단, 2008).
뺷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설계전공 안내서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

부 학생이 학생설계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전공학부의 전문
위원과 1차 상담을 한다. 1차 상담은 주로 전공 선택에 대한 자격확인 및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 1차적인 제출서류를 점검한다. 이후 필요한 경우 학생설계전공 담당
교수와 면담하게 되며 학생이 설계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님을 추천받고 상담을 받
는다. 상담 이후 지도교수를 결정하여 추천서를 받아야하며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종 검토한 뒤 전문위원과 2차 상담을 하고 행정실에 제출한다. 이후 자유
전공학부 학생설계전공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안한 전공성립의 타당성, 교과과정의 적
절성, 장래계획과의 관련성, 학생의 기본소양 등을 평가한 뒤 승인, 수정 후 승인, 수
정 후 재심, 미승인, 본인철회 등으로 결과를 통보받는다. 이후 승인된 학생은 전공을
수강하며 졸업 학기에 종합설계 교과목을 수강하고 연구논문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결
과물을 제출하고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등의 학위를 수여받는다(서울대학교 자유전
공학부, 2011).
이러한 과정에 따라 학생설계전공을 선택하여 승인된 학생은 2009년부터 2015년 3
월까지 총 67명이며 구체적인 전공명은 <표 2>와 같다. 전공명이 같은 경우는 두 명
이상의 학생이 이수하고 있는 것을 뜻하지만 전공의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아래
의 목록에서 진하게 표시된 ‘문화예술콘텐츠학’, ‘시각문화학’, ‘예술경영’ 등 총 11 전
공이 문화 또는 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상현실학’,
‘공공거버넌스학’, ‘소비분석학’ 등 학생들이 구성한 전공 교과목 중 예술대학 전공교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전공도 많아 문화·예술과 융합한 전공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설계전공 목록(2015년 3월 기준)
생물공학

라틴아메리카지역학

가상현실학

비교문학

환경과학기술학

행동신경학

사회정보학

시각문화학

문화예술콘텐츠학

인공지능공학

과학기술학

계약제도학

인권학

문화서사학

공공거버넌스학

수리논리철학

국제개발협력학

법소통학

전산논리

문화콘텐츠마케팅학

인지생물심리학

평화통일학

범죄학

국제환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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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학

국제정치경제학

미디어콘텐츠경영

정치경제철학

인문소통학

정보문화통상학

문학철학

운동생리학

국제개발협력학

문화서사학

국제개발협력학

동아시아학

국제정치경제학

놀이문화학

국제개발협력학

행복학

국제통상학

공공발전학

미적가치경영학

예술경영

음악미학

한국학

소비분석학

국제환경학

법사회학

인권학

인지종교학

동아시아인문학

국제식량농업개발학

인권학

운동과학

국제개발협력학

운동과학

범죄학

중국학

인지논리학

국제개발협력학

인지정보학

인권학

미적가치경영학

사회개발경영

키네틱조형

인적자원개발학

총 67명

위의 교과명을 보면 학생설계전공은 몇 가지 분류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넬대학의 설계전공 담당자인 Finlay(2009)에 따르면 첫 번째 범주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는 없지만 다른 대학교에는 개설되어 있는 기존의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설계
전공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형태의 전공은 그 분야의 전공이 가치가 있다는 것
을 학생이 정당화하는 게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설계하기도 가장 쉬우며 승인받기
도 쉽다. 두 번째는 아직 전공이 되지는 못했지만 학제적 연구 영역에서는 인정받은
전공들이다. 마지막 범주의 설계전공은 학생이 제안한 독특한 생각의 결과이다. 이 형
태의 설계전공은 설계전공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범주는 학생이 그 연구 분야의 독특한 가치를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가
장 제안하기 힘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위 서울대학교 사례에 대입해보면 ‘예술경영’
이나 ‘문화예술콘텐츠학’이 서울대학교 학부 과정에는 없지만 타 대학에 있어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미학’이나 ‘키네틱조형’은 국내 대학에서 아직 전
공이 되지는 못했지만 학문영역에서는 이미 분명한 윤곽을 가지고 있는 전공을 제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범주로는 ‘미적가치
경영학’이나 ‘인문소통학’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공은 기존 전공이나 학문 내 존
재하지 않으나 학생 고유의 지적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공으로
승인되었다. 김지현(2010)은 학생들이 한발 앞서 제안하는 학생설계전공들이 시간이
흐르며 각 대학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설계
전공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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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생설계전공의 분류
분 류

예 시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는 없지만 다른 대학교에는
개설되어 있는 기존의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설계전공을
사용하는 경우

‘예술경영학’
‘문화예술콘텐츠학’

아직 전공이 되지는 못했지만
학제적 연구 영역에서는 인정받은 분야

‘음악미학’
‘키네틱조형’

학생이 제안한 독특한 생각의 결과

‘미적가치경영학’
‘인문소통학’

1. 문화·예술 융합 학생설계전공 제출 서류 분석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는 학생은 학생설계전공 개요
및 학업 계획서, 학생설계전공교과과정표, 필수 교양 및 전공교과목 이수 상황 및 계
획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승인서, 학내 관련 전공교수 명단 및 전공 설계 면담록,
관련 학과 교수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전공학부에서 제공하는 뺷학생설계전
공 학업계획서 작성지침뺸(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도 불명)을 보면 학업 계획서
작성 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설계하고자하는 전공에 대해
면밀하게 구조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이 또한 교육의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문화·예술 융합 학생설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3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서류를 전달받아 검토하였고 학업계획서, 교과목 구성, 추천서에서
주목할 점을 발견하였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뺷학생설계전공 학업계획서 작성지침뺸
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계획서는 기존 전공이 아닌 학생설계전공인 이유, 학생설계전
공이 단순히 복수의 학과, 전공의 절충이 아니며 일관성과 구조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적가치경영학’을 설계한 학생의 예를 들
어보자. 학생의 학업계획서에 따르면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패션을 바탕으로
‘미적가치’라는 본인의 ‘탐구 대상’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
기 위해 ‘미적가치경영학’이라는 학생설계전공을 계획하였다. 미에 대한 인식을 ‘미학’
에서 배우고, 이를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적용하는 것을 ‘의류학’ 및 ‘소비자학’에
서 학습한다. 개인의 취향과 판단을 과학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심리학’의 방법론을,
마지막으로 상품화와 관리, 경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경영학’에서 이를 수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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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본인 전
공의 구조에 따라, 복수전공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우며 한 가지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기에 학생설계전공을
계획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림 1> ‘미적가치경영학’ 전공의 전공 교과목 구성

교과목 구성 또한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교과목은 최소 세 학과 이상의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과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이 어떻
게 결합하고 있는지 밝히고 초급과목부터 고급, 응용 과목 등의 난이도를 기술하고
있다. ‘메카트로닉스디자인학’을 설계한 학생의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학생이
설계한 ‘메카트로닉스디자인학’은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한
전공으로 공학과 디자인학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어느 한 학과가 아닌 공과대학
전반의 교과목과의 융합이 요구되므로 복수전공으로 이를 성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해 학생설계전공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공교과목은 디자인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적 설계라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성취하기 위해 각 학과에서 필요한 교과목들을 수강하고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 최
종적으로 졸업 전시 작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를 보면 각 학과의 교과목에서
얻고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과목이수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목과
선택에 해당하는 과목을 나누고 각 교과목을 입문, 중간, 고급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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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과목은 최근 개설학기 및 3
년 내 폐강기록을 조사하여 있을 수 있는 만일에 사태의 대체 과목 또한 면밀히 제시
하고 있다. ‘메카트로닉스디자인학’의 전공 및 교과목 구성과 난이도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미적가치경영학’ 전공의 전공 교과목 구성 및 난이도
다음으로 지도교수 승인서는 학생이 설계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할 경우 지도교수로서 지도를 담당하겠다는 동의 등을 포함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수의 입장에서 학부 일, 이학년이 설계한 전공을 검토할 때 허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도교수를 수락한 교수는 학생설계전공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지도교수
를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승인서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 진학한지 1년이 되지도 않아 본인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방향을
찾아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학생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지도교수로서 추천서
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자신의 생각이 헛되이 흐르지 않
고 대학원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로서 전공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면담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러한 노력이 향후
본인의 삶 그리고 사회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여 OOO 학생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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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설계전공신청서’에는 지도교수 뿐만 아니라 자신이 면담한 학내, 학외 전문가
의 의견을 담도록 하고 있고 실제 관련 전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내외 인사들
의 목록 또한 빠짐없이 적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받으며 학내외 인사들에게 본인이 설계한 전공을 점검받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엄격한 지침은 학생설계전공이 단순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전공을 만들겠다는 호기어린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이
수과정에서의 실패와 포기를 줄이는 이점도 있다.

2. 문화·예술 융합 학생설계전공 면담 분석
학생설계전공의 실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는 2014년 12월, 학생설계전공을 하
고 있는 학생들 중 지원을 받아 총 14명의 학생들과 3회에 걸쳐 포커스그룹면담(FGI)
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연구자에 의해 마련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참
여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의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자
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Morgan, 1997). Glesne(2006/2008)에 따르면 포커스 그룹 면담
은 개별 면담에서 할 질문을 결정하도록 돕거나, 개별면담에서 얻어진 이슈를 더 깊
이 통찰하게 하거나 참여자들에서 얻은 이해를 참여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돕
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3회로 나누어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두
시간 가량 이루어졌으며 실시하기 전 동의를 얻어 학생들의 학생설계전공신청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하였으며 논할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미리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1회와 2회 면담을 통해 질문을 수정·보완하고 구체화하였으며 마지막 면담은 1회와 2
회 면담 중 1회 이상 참가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융합한 학생설계전공을 이수중인 학
생으로 제한하여 보다 심도 있는 면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의 전공은 ‘문화예술콘텐츠학’, ‘시각문화학’, ‘미적가치경영학’ 이며 총 3회의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도출하였다.
학생설계전공의 첫 번째 장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다. 세 학생은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혹은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를 학생설계전공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미술을 시작할 순 없잖아
요.” 라고 말문을 뗀 학생을 비롯하여 미술이나 음악 등 문화·예술 관련 전공을 시작
하기에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판단, 부모님의 반대, 현실적인 어려움 들을 이유로 문
화·예술 전공이 아닌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입학 후 그들은 학생설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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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도를 통해 막연히 꿈꾸어 온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으며 복수전공이나 연계전
공이 실기에 무게를 많이 둔 것에 비해 인문학 또는 경영학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
둘째, 전공을 설계한 경험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탐구대상’을 전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문적 연구를 하고 국내외 유사 전공을 조사하고 면밀히 분석하였
다. ‘문화예술콘텐츠학’을 설계한 A학생의 인터뷰를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가 설계하고자하는 전공과 비슷한 명칭의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꽤 있어
요. 물론 다 검토했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 결국은 실기로, 현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커
리큘럼을 보면서 전문대학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직업인을 키우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좀 더 개념적인 게 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공연, 영상, 영화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
해 문화,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전공을 설계했어요.

위 학생은 기존 전공의 분석을 기반으로 전공을 설계하였으며 자신이 설계한 전공
이 갖는 차별점을 강조하며 본인이 설계한 ‘문화예술콘텐츠학’의 특수성을 설명하였
다. A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언론정보학부, 정보문화학, 미학, 사회
학, 영상매체예술학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전공을 설계함으로서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학을 융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설계전공이 학내에
서도 생소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할 때나 실제 수강하면서 수강 제한, 실습 공간 제
한 등 여러 행정적인 어려움도 마주했지만 이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
고 사안에 따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행정실, 과사무실 등과 협의하였다. 또한 자신
의 전공을 안내하고 지도해줄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학내외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였
으며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위와 같이 학생설계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탐구대상’을 전공으로 프로그램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학문적인 노력과 행정적
인 처리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 지도교수 및 안내자를 찾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 등을
기울였으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경험 자체가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전공의 특수성이다. 학생들은 학생설계전공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에 그 자체로 커다란 광고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항상 자신의 전공에 대해 타인에게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며 그 자체로 깊
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또한 반복적으로, 다양한 장면에서 자신의 전공을 설명하
고, 질문에 답하고, 반대 의견에 논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공에 대해 더욱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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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리를 갖게 되었으며 실제로 학생들은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과 경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설계전공의 단점 및 어려움도 적지 않다. 학생설계전공 학생들
이 언급한 첫 번째 단점은 실기 능력 등 전공 기초 소양의 부족이었다. 학생 설계전
공학생들은 자신이 전공을 설계하기 때문에 각 전공에서 제안하는 필수 과목, 혹은
기초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 기존 전공은 긴 역사에 걸쳐 마련된 전통적인 학문
적 기초가 있지만 학생설계전공 학생은 이러한 기초적 훈련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작품을 제작하는 등의 전문적인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두 번째 어려움으로 학생들은 코넬대학교의 학생설계전공 담당교수 Finlay(200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외로움을 꼽았다. 이것은 비단 정서적인 측면의 외로움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학문 공동체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을 말한다. 자신의 전공에 누구보
다도 열정이 있는 이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동등한 입장에서 나누고, 공감 받고,
논쟁하고 싶지만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 없어 이해받기 어렵다. 또한 교수를
비롯해 타과 학생들의 시선이 항상 호의적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때로는 눈에 보
이는 차별을 겪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본과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이 거부되
는 때도 있고, 실기 수업의 경우 실기실이나 기자재 이용에도 제한이 따른다. 또 본과
학생들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 결과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적대를 표하기도 하여 본인의 선택 및 능력에 회의를 느낀다고 토로
했다. 그밖에도 행정 절차 상의 어려움,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주변 시선, 지도교수 및
조언자의 부족, 선후배 관계의 부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사례를 요약하면 학생설계전공은 자신이 원하는 ‘탐구대상’을 전공으로 프로
그램화한 경험이 학생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학문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며 전공의 특수성으
로 인해 하여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기 능
력 등 기초 소양을 체계적으로 닦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학문적 공동체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 행정적인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 있어 후속 연구 및 새로운
시도와 실험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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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학생설계전공의 배경과 의의를 밝히고 문화·예술과 융합한 학생설계전공
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행과 확대를 위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학생
설계전공의 운영 현황은 국내외 모두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정한 융합 전공의
실현이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례연구
를 통해 학생설계전공이 학생으로 하여금 학문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고
학문의 즐거움을 알게 하며, 단 하나밖에 없는 전공이라는 특수성으로 전공에 대한
애정과 광고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체계적으로 기초 소양을 쌓는 데
에 어려움이 있고 학문적 공동체가 없다는 외로움과 더불어 행정적인 처리의 어려움,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주변 시선, 지도교수 및 선후배 등 조언자의 부족 등 간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단점은 때로는 학생의 성장에 큰 역
할을 했다. 학생들은 졸업까지 매 학기마다의 교과목 이수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예상
대로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계획이 어
그러졌을 때 해결을 위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설
계한 전공에 적대적인 태도에 방어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설계전공에 대한 스토리텔
링의 양이 상당해졌다. 타과생에게 폐쇄적인 전공의 수업을 들을 때 학과의 배타적인
태도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구성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데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
었으며 그 전공에서 관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종래에는 좋은 평가
를 받고 가능성을 인정받을 때도 많았다. 다른 전공 사이를 오가며 겪는 혼란은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인류학에서 제시해준 문제의식을 심리학과에
서 적용해보고, 디자인과에서 소비자학이나 경영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고찰해보는 과
정에서 그 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연구문제를 발견하기도 했다. 지도교수나 안내자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 또한 그들이 사는 세상 안에서 조언해줄 수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책임감
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학생설계전공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확대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상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지도 및 관리이다. 학생이 전공을 설계하
는 시점은 고작 학부 1, 2학년이다. 자신이 탐구하고자하는 대상과 열정은 있지만 그
길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제안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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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공분야의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섭외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만난 한 학생설계전공 지도교
수는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언해 줄 수 있지만 타 분야를 조언할 때에
는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학생설계전공을 계획하고 이수중인 학생은 자신이 융
합하고자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면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교
육 및 연구 경험과 더불어 융합교육에 관한 경험을 가진 상담자들의 안내가 꼭 필요
하다.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된 만큼 자칫 고립되거나, 잘못된 길
로 가거나, 느슨해질 수 있다.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고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제도 및 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엄격한 심의와 승인 이후 학생의 자율권 보장이다. 연구자의 조사 결과 서울
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는 지도교수의 허가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별도
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위에서 보듯 학생설계전공은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
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뚜렷한 문제의식 없이는 지속해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설
계전공 신청 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실패 및 포기를 줄이고 학생설계전공 본래
의 의미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단 승인이 된 후에는 보다 창의적인
전공 설계가 가능하도록 학생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설계전공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 전공을 설계한 학생 자신이다. 전통적
인 접근이나 기존전공에서 불가능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때 학생설계전공은 더욱
그 의의를 더할 것이다.
물론 학부생들이 학문 및 학과를 융합하여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데에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고 응용하기보다 기초
소양을 쌓는데 집중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의 융합
을 ‘결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융합의 ‘과정’에 집중하면 훨씬 더 의미 있고 다채로
운 학생들의 경험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자가 만난 학생설계전공학생들은 자
기 꿈에 대한 자신감과 능동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학사과정의 편의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의 실현, 능동학습, 사회적 요구의 민감함, 학문의 즐거움 등의 측
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과 융합한 학생설계전공(Student-Designed Major)의 현황과 사례 119

【참고문헌】
구윤희(2007). 대학생의 전공 선택 유형과 학업적 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청
구논문.
김지현(2010. 01. 26). 대학전공의 이해: 미래 유망전공, 학제적 전공 그리고 학생설계
전공.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웹진 열린 지성. http://oge.snu.ac.kr/site/func/
view.htm?num=72&f에서 검색
김평수, 박치완(2014). 문화컨텐츠, 대학원 융합교육의 현재와 미래. 인문컨텐츠, 32,
97-118.
서울대학교(2015). 2015 서울대학교 홍보 브로슈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설립추진단(2008).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설립추진단 자료집.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2011). 학생설계전공안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연도불명). 학생설계전공 학업계획서 작성지침. http://cls.snu.
ac.kr/index.php?mid=notices&category=354&page=2&document_srl=64406에서
검색.
신의항(2013). 자유전공학부 학생설계전공 디자인 지도방안: 2009년 입학코호트 출구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오찬호(2015). 진격의 대학교: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 파주: 문학동네.
이건남, 정철영(2009). 고등학생의 대학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 자
원개발, 41(1), 87-110.
장대운, 박진현, 나동진, 이영식(1986). 전공-적성 불일치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 지도방
안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4, 1109-1154.
장문영(2005). 대학생의 학과 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조휘영(2015). 평범 그 주변 어딘가에 대해 공부하기. 서강대학교 학생설계전공가이드북.
최재천, 주일우(편)(2007).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대학 전공 선택의 배경과 노동시장 성과: 4년제 대학생을 중
심으로. http://www.krivet.re.kr/ku/da/prg_kuBHB Vw.jsp?gn=E5-E520130013
에서 검색.
홍병선(2009).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안 모색. 교양교육연구, 3(2), 51-78.
Charles A. M., Martha, A. H., & Priscilla, A. B.(2005). Influences on students’ choice
of college major.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0(5), 275-282.

120 造形敎育 第57輯 2016

Csikszentmihalyi, M., & Nakamura, J.(2007). Creativity and responsibility. In H.
Gardner (Ed.), Responsibility at work (pp. 64-80). San Francisco, CA:
Jossey-Bass.
Drake, S. M., & Burns, R. C.(2006). 통합교육과정 (박영무, 강현석, 김인숙, 허영식 공
역). 서울: 원미사. (원저 2004 출판)
Finlay, J.(2009). Designing an interdisciplinary course of study in the Liberal Arts and
Science: Cornell University’s Independent Major and College Scholar Program.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ctive Learning and Independent Study’.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lesne, C.(2008). 질적 연구자 되기 (안혜준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저 2006 출판)
Morgan, D.(1997). Focus group as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Poh, M. Z., Swenson, N. C., & Picard, R. W.(2010). A wearable sensor for
unobtrusive,

long-term

assessment

of

electrodermal

activity.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57(5), 1243-1252.

논문접수 2016년 1월 15일

논문심사 2016년 1월 30일

게재승인 2016년 2월 10일

문화·예술과 융합한 학생설계전공(Student-Designed Major)의 현황과 사례 121

ABSTRACT

Current Status and Cases of Culture and Art
Convergence in Student-Designed Major
Jiyoun AHN

The student-designed major is the convergence of two or more academic
disciplines, which enables each student to design his/her own major and complete
the course. The student-designed major most progressively reflects the ideal
properties of current education such as convergence, learner-centered education and
creativity. Students whose designed majors were interviewed and their application
forms were analyzed. Students have exerted great efforts in order to find their
aptitude, interest, major and career and designed their majors with at least three
different departments’ courses as a result of serious contemplation. The advantages
of the student-designed major were the enjoyment of studying what they want, the
valuable experience of organizing a new major and curriculum, uniqueness of their
majors. The weaknesses, in contrast, were the difficulty of obtaining general basic
knowledge, lack of academic solidarity, and the difficulty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 Results suggest that the student-designed major are beneficial to
students and the faculty as well as to the university while supports for
professional consulting personnel, stricter investigation process, and expansion of
students’ autonomy are further requ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