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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이라는 추세와 대학에서의 학과제 부활이라는
흐름 속에서 미국 3개 대학과 한국 1개 대학의 교양교육을 비교·분석하고 새로운 흐
름 속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였다.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교
양교육 현황을 정리하는 동시에, 문과에 속하는 사학 전공 학생과 이과에 속하는 기
계공학 전공 학생이 이수해야하는 교양교육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전공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과 전공에
따라 차별화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전자의 경우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이, 후자의 경우 전공의 기초소양교육
으로서의 교양교육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양교육의 두 가지
개념을 해석하면서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논하였다.
« 주제어: 교양교육, 문·이과 통합, 학부제, 기초교양, 자유교육

Ⅰ

. 서 론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발될 것이며,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
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4.9.24a). 또한 기초 소양 함양이라는 목표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배
우는 공통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가 있으며 이 중 사회와 과학
은 통합적 사고력을 강조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으로 개발할 예정이다(교육
부, 2014.9.24b). 이러한 교육과정은 분리와 세분화보다는 융합과 통합을 강조하여 급
격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계적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
이과를 구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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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사회적 공감을 제공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와 같은 통합과 융합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흐름은 다소 새로
운 측면이 있으나, 대학에서는 1990년대 중반 도입된 학부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논의
가 진행된 바 있다. 학부제는 교육경쟁력 확보, 수요자중심교육 및 특성화된 효율적
인 학사운영을 목적으로 국내 대학에 도입되었고, 다양성, 통합성, 개방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다(최갑종 외, 2004; 김경수·홍성훈, 2002). 학부제 도입과 아
울러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다(남식용 외, 2009; 손흥숙,
2001; 이명애, 2007; 주경란, 1999).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통합이 강조되고 있
는 것에 반해, 대학에서는 현재 “학부제 및 자유전공제가 폐지되고 다시 학과제로 전
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최미리, 2013: 276). 이와 같은 학과제로의
전환과 함께 교육과정 상에서는 전공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미리(2013)는 서울 6개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2001년 졸업학
점 대비 평균 32%였던 전공이수학점 비율이 2013년도에 47%로 증가하였다고 밝히
고 있다.
본 연구는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학과제로의 복귀라는 다소
상반되어 보이는 교육 담론 속에서 대학 교양교육 교육과정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통합을 이루
고 있으며, 학부제 도입 당시 학부제 대학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 대학 중 3개 대학
교양교육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1개 대학의 교양교육 교육과정과 비교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교양교육 전반을 분석하기 보다는, 해당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목
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과 전공을 하는 학생과 이과 전공을 하는 학생이 이수하게
되는 교양교육 교육과정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비교·분석하
는데 초점을 두었다. 나아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문·이과 통합과 학과제로의 복귀
라는 현재 흐름 속에서 대학 교양교육에의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Ⅱ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 학부제의 모델이었던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 교육과정을
문과 전공 학생과 이과 전공 학생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한국 대학의 하나인 서울
대학교와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명료성과 평이성을 위하여 문과 1개 전공
과 이과 1개 전공을 선정하고, 각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양교육과정
을 비교하였다. 전공 선정에 있어서는 다수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며,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을 포함하는 전공을 선정하고자, 문과 전공으로는 사학을, 이과 전공으로는
기계공학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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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 대상 선정

비교를 위한 한국 대학으로는 2014년 1학기부터 새로운 기초교양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기초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기초교육원을 통해 교양교육의 목적
및 교육과정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서울대
학교와의 면밀한 비교분석을 위해 미국 3개 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
석 대상 선정 기준으로는 미국 대학 분류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 카네기 분
류(Carnegie Classification)와 (2)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US News & World Report
(이하 US News)의 2014년도 순위, 그리고 (3) 자료의 충분성(사례 분석에 적합한 충
분한 자료를 문헌으로 구할 수 있는지)을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인 서울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이기에, 연구중심대학 중에서 2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카네기 분류상 연구중심대학교 최상급(Research-Very-High)에 해당하는
사립 35개교와 주립 73개교를 일차적으로 선별하고, 사립과 주립에서 각 1개교를 선
정하였다. 1개교 선정에는 US News 순위와 자료의 충분성 기준을 활용하여, US
News 순위 상위에 위치하며 교양교육 관련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를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분석대상은 연구중심 사립 1개 대학
Harvard University(이하 하바드 대학)와 연구중심 주립 1개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이하 버클리 대학)였다.
하바드 대학은 교양교육 개혁과 관련하여 1970년대부터 주목을 받아온 바 있으며,
최근 교양교육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교양교육 관련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었
다. 하바드 대학의 US News 순위는 종합대학 카테고리 안에서 2위였다. 주립 대학
중에서는 US News 종합대학 카테고리 순위 20위인 버클리 대학을 정하였다. 종합대
학 순위는 20위이나, 종합대학 순위에는 사립과 주립이 혼합되어 있는 관계로, 카네
기 분류 연구중심대학 주립대학 73개 중에서의 US News는 1위였다. 총10개의 캠퍼
스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주립 대학인 University of California(이하 캘리포니아 대
학)는 최근 전반적인 교양교육 검토를 한 바 있기에, 교양교육 관련 자료를 찾는 것
역시 용이했다.
3번째 대학으로는 연구중심대학은 아니지만 양질의 대학교육을 제공한다고 알려진
문리과 대학(liberal arts college) 중에서 Swarthmore College(이하 스와스모어 대학)
를 선정하였다. 카네기 분류 중 Liberal-Arts-College에 속하는 총 271개교 중에서
US News 1,2,3위에 오른 대학(#1 Williams College, #2 Amherst College, #3
Swarthmore College)을 후보로 검토한 결과, 국내 종합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과 가
장 유사한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스와스모어 대학을 선정하였다. 후보에 올랐던
다른 2개 대학에 비하여 스와스모어 대학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이외에 공학 전공 역
시 학부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어, 미국의 전통적 문리과 대학과는 차이를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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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인 하바드 대학, 버클리 대학, 그리고 서울대학교와의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른 대학에 비해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2. 분석 방법

각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 분석은 문헌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교양교육 교육과
정 분석은 대학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대학별 교양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우선 살펴보았다. 최근 교양교육 개혁이 있었을 경우, 개혁의 방향 역시 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공 학생이 이수해야하는 교양교육을 정리
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4대 대학의 교양교육을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
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일부 대학의 사례를 살피는 질적 사례 연구로, 연구 결과는 일
반화에 필요한 대표성을 제공하기는 힘들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헌 연구
에 의존하였기에, 방문 면담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던 심층적 분석에 비해 제한이
있었다.

Ⅲ

. 연구결과

양

1. 대학별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공 교

교육 현황

드
하바드 대학 안에는 하나의 학부대학과 하바드 의대, 하바드 법대, 하바드 케네디
스쿨와 같은 여러 대학원 및 전문과정이 있다. 하바드 대학의 학부 대학은 Harvard
College(이하 하바드 학부)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하는 곳이 바로 하바드 학부대
학이기에, 여기에서는 하바드 대학 안의 하바드 학부대학 교양교육과정을 살펴보았
다.
하바드 학부대학은 최근 교양교육 과정을 개혁하였으며, 이러한 하바드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어 온 바 있다(박연호, 2010;
신의항, 2008; 윤성주, 2007; 이동희 외, 2008). 하바드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집중은 하바드 학부대학의 높은 인지도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으나, 대학 교양교육에
서 하바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입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하바드 대학은 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1945)라 명명된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1945년 출판부터 1950년까지 4만부 가량이 팔렸으며, 현재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다
가. 하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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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University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2006). 당시 하바드 교양교육의
방향은 하바드 대학생들이 “공통으로 간직할, 사회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제공하
는 것이었다(Harvard University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2006: 78). 이러한 하
바드의 교양교육은 1970년대 후반 Core Curriculum(이하 「핵심교양」)1)으로 한 번
의 큰 변화를 거치게 된다. 「핵심교양」을 뒷받침했던 기초는 바로 학문분야에 따른
독특한 사고양식을 하바드 학생들이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이수제에
기초한 「핵심교양」은 학문영역에 기초하여 영역을 나누었고, 학생들은 여러 영역을
분산이수 했다. 이는 최근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져온 바 있다. 2000년대 초
반 하바드 교육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2004년 20명의 위
원회가 하바드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6년 교양교
육 태스크포스가 수립되었다. 6명의 하버드 대학 교수, 2명의 학부생, 1명의 보직자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2007년 교양교육 개선안이 도출되었고, 이 개선안
은 2007년 5월 15일 하버드 교수회의를 통과했다(Harvard University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2007). 개선안에 입각한 새로운 교양교육 프로그램은 2009년 가
을학기부터 시행되었다.
하바드의 새로운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 프로그램 이전 프로그램인 「핵심교양」을 살필 필요가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핵심교양」의 한계를 넘어서고 21세기에 맞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2009년 가을 이전의 하바드 「핵심교양」은 11개 영역
(외국 문화, 역사 연구 A,B, 문학과 예술 A,B,C, 윤리적 추론, 수량적 추론, 과학
A,B, 사회 분석)을 설정하고 이중 7개 영역에서 한 과목 이상 이수할 것을 요구하였
다. 이와 같은 분산이수제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진 제도다. 그러나
하바드 학부대학의 교양 프로그램은 분산이수제를 넘어서 우리 대학의 교양과정 프
로그램에 영향을 주었다. 일례로 대학 교양교육 프로그램에서 「핵심교양」을 찾아보
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까지 「핵심교양」이라
명명된 교양영역이 있었고, 2014년 현재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교양교육
에서도 「핵심교양」 영역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전통 학문분야에 고유한 사고방식, 곧 “앎의 접근방식”을 강조하던 「핵심
교양」의 11개 영역에 비해 새로운 프로그램은 대학 이후의 생활과 대학 교육의 연
결성을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다. 곧 “학생을 학문분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학문분야를 학생의 생활로 가지고 오자는 것이”며,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이 이끌어가
1) Core Curriculum이라는 용어는 대다수의 교육과정 논의에서 중핵교육과정으로 번역되곤 한
다. 홍후조(2011). 알기쉬운 교육과정. 학지사, 152-153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하바
드 학부대학의 Core Curriculum은 통상 핵심교양으로 번역되어 왔다. 2010년도 한국연구재
단 인문학 진흥방안 「기초교양교육강화사업」 신청요강의 경우 Core Curriculum을 핵심
기초교양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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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21세기 세계에 학문분야를 연결하자는 논리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관점에
서 볼 때, 학문분야 울타리를 고수하는 「핵심교양」에서 학생들의 선택 폭은 좁으
며, 전공을 바꿀 때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대학 교수 등의 직업을 통해 학계에 남는
하바드대생은 전체 졸업생의 10%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 등이 하바드 학부대학의
교양과정을 개혁해야한다는 논의에 힘을 실어 주었다. 곧 21세기의 사회에서 「핵심
교양」은 아카데믹 나르시시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Molarsky-Beck, 2013). 이에 하바드 학부대학은 「핵심교양」이라는 용어를 포기하
고 「핵심교양」 이전에 사용하던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다
시 사용하고 있다. 「교양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사회 안에서 민주국가의 시
민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하며, “학생들에게 예술, 사상, 및 가치, 전통의 산물을 이
해하게, 또 자신들이 예술, 사상, 및 가치의 전통에 참여하게” 가르친다는 것이다. 나
아가 “학생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준비”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언행의 윤리
적 차원을 이해하도록 개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Harvard University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2007: 5-6). 하바드 학부대학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교양교육」 8개 영역을 이전 「핵심교양」의 11개 영역과 비교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하바드 학부대학의 「핵심교양」 11개 영역과 「교양교육」의 8개 영역
「핵심교양」 11개 영역
외국 문화,
역사 연구 A,B,
문학과 예술 A,B,C,
윤리적 추론,
수량적 추론,
과학 A,B,
사회 분석

「교양교육」 8개 영역
심미적 그리고 해석적 이해
문화와 신앙
경험적 및 수리적 추론
윤리적 추론
생명체의 과학
물질세계의 과학
세계의 여러 사회
세계 속의 미국

출처: 하바드 학부대학 교양교육 웹사이트
(http://www.generaleducation.fas.harvard.edu/icb/icb.do)

하바드 학부대학생은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8개 영역에서 한 과목씩 8과목을 교
양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양교육」 8개 영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통적 학문분야
에 비해, 보다 융합적인 영역이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핵심교양」의
“역사 연구” 영역은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곧 학문분야별로
정리되어 있던 과목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영역에 퍼져 있게 되었고, 자연
히 한 영역 내에는 여러 다른 학문분야의 과목이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속의
미국”이라는 영역에는 <표 2>와 같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과목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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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 속의 미국 영역에 속한 과목 사례

과 목
미국의 건강 정책
미국의 인종적 순위가 변화하고 있는가?
헌법에 대한 일고
미국인의 음식: 지구사
공화정부의 이론과 실제
보스톤의 재창조: 변화하는 미국의 도시
노예제/자본주의/제국주의: 19세기의 미국
미국 공교육에 나타난 평등과 수월성간의 딜레마
출처: 하바드 학부대학 교양교육 웹사이트
(http://www.generaleducation.fas.harvard.edu/icb/icb.do)

일부 과목은 「핵심교양」부터 이어져 온 과목도 있지만, 일부 과목은 새로운 프
로그램 하에 개발된 과목이다. 이렇게 개발된 과목의 한 예가 <표 2>에 명시된
‘USW35 미국 공교육에 나타난 평등과 수월성간의 딜레마’로 교육대학원의 Katherine
K. Merseth 교수가 강의 담당이다. Merseth 교수는 연구조교와 6개월간 강의계획서
를 개발할 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양교육위원회(Committee on General
Education)2)에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강의계획서가 통과하여 강의가
개설되기까지 Merseth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3번 수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수정 과정을 회고하면서 Merseth 교수는 (한 학문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다
방면의 청중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강의를 수정해달라는 위원회의 요구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 과목에 대한 2012년 가을학기 강의평가 결과는 5점
만점에 4.46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Molarsky-Beck, 2013).
8개 영역에서의 8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하바드 학부대학은 한 학기에 하나의
「교양교육」 강좌를 듣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교양과목
의 경우에도 학점 교류나 예외적인 경우 대체과목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소 4과목은
반드시 하바드 학부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며, 이중 한 과목은 반드시 과거에 관한 연
구여야 한다. 과거에 관한 연구 규정은 「핵심교양」에는 있던 “역사 연구” 영역이
「교양교육」의 8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생긴 규정으로 보인다.
하바드 학부대학에서 졸업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대비 교양교육 비중
은 약 30%에 달한다. 졸업을 위해서는 1학기짜리 과목을 32과목(4과목X8학기=32과
목, 우리에게 익숙한 학점제로 환산할 경우 약128학점) 이수해야 하는데, 전공에 따
라 다르지만 교양은 대략 9-11과목(약 30%), 전공은 12-14과목(약 40%)을 듣게 되어
있으며, 21과목이상에서 C-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하바드 학부대학 교육과정 하에서 사학 전공 학생과 기계공학 학
2) 9명의 정교수와 1명의 강사, 그리고 3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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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실제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바드 학부대학
생이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8개영역의 8과목 이외 ‘설명문쓰기(Expository
Writing)’와 ‘외국어’가 있다. ‘설명문쓰기’는 1학년 과정에서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어’ 과목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 치르는 SAT II 외국어 영역 시험결과로 대
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설명문쓰기’와 ‘외국어’ 2과목은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
공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표 3>은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공의 교육과정을 비
교한 표이다.
<표 3> 하바드 학부대학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공 교육과정 비교
교양
전공

선택

Ÿ
Ÿ
Ÿ
Ÿ
Ÿ

사학
9∼11과목, 31%3)
8영역에서 8과목
설명문쓰기
외국어 2과목
10∼12과목, 38%
전공 10과목
논문 세미나 2과목

10∼11과목
부전공
해외수학
대학원 준비 등
출처: 하바드 학부대학 해당 전공 웹사이트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기계공학
9∼11과목, 31%
8영역에서 8과목
설명문쓰기
외국어 2과목
20과목, 62%
수학, 통계, 응용수학(6과목)
물리(2과목)
화학(2과목)
컴퓨터공학(1과목)
전자(1과목)
공업설계(1과목)
기계 필수(7과목)
2과목 (기계 전공시 필수임)
기계 (2과목)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바드 학부대학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공 학생
이 이수해야 하는 교양교육의 비중은 모두 약 31%이다. ‘외국어’의 경우 학생 본인의
외국어 능숙도에 따라 이수 과목 수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곧 교육과정에서 차
지하는 전공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나, 교양 비중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버
버클리 대학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10개 중 한 캠퍼스로 각종 대학 순위에서 미국
최고의 주립 대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대학은
나.

클리 대학

3) 교양이 졸업 학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10과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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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교양교육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10개 캠퍼
스4)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인 Gener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University
of California Commission on General Education, 2007)는 21세기 사회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교양교육과정 개혁을 8개 분야로 나누어 권고하고 있다. 8개 권고 사항은 첫째,
교양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담당 보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강화할 것, 둘
째, 교양교육에 대한 교수의 참여와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갖출 것,
셋째 방대한 목록 중에서 학생들이 알아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지양할 것. 제한된
수의 과목을 주제중심으로, 간학문적으로 구성할 것, 넷째 시민성 교육과 시민적 참여
를 강조할 것, 다섯째 대학 간 학점 교류를 검토할 것, 여섯째 교수학습 향상을 위한
테크놀로지를 적극 검토할 것, 일곱째, 교양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에 힘쓸
것. 여덟째, 교양교육 조직 운영과 평가체제를 마련할 것이다.
버클리 대학은 주립대학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캠퍼스라는 측면에서 하바드 학
부대학과는 달리 다양한 층위의 교양 이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교
양 필수가 있고, 버클리 대학 교양 필수가 있으며, 전공별 교양 필수라는 세 층위의
교양 필수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이 10개 캠퍼스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교양 필수로는 ‘글쓰기의 기초’ 6학점과 ‘미국의 역사와 제도(American History &
Institutions)’ 3학점이 있다. 신입생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입학하여 치게 되는 분석적
글쓰기 시험(Analytical Writing Placement Examination)을 통과하면 ‘글쓰기의 기초’
6학점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통과를 못할 경우,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미국의 역사
와 제도’ 3학점 규정의 경우,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이 고
등학교에서 1년간 이수하게 되어 있는 ‘미국사’ C학점 이상을 받은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심화과정인 Advanced Placement American History Exam에
서 3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나 SAT II 550점 이상의 성적으로 ‘미국의 역사와 제도’
3학점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10개 캘리포니아 대학 모든 학생에 적용되는
필수 과목 외에, 버클리 대학의 교양필수로는 ‘미국문화(American Cultures)’ 1과목
이수 규정이 있다. 전공별 교양 필수는 말 그대로 전공별로 다른 교양 필수과목을 설
정하고 있다.
곧 버클리 대학에서는 하바드 학부대학과는 달리 대학생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적
용되는 교양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공별 교양 규정을 따로 갖추고 있기에, 전공
별로 교양교육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며 전체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에서도 편차가 발생한다. <표 4>는 버클리 대학 사학 전공생과 기계공학 전공생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교양과 전공으로 나타낸 것이다. 교양 및 전공이 전체 교육과
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졸업 학점 120학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4) 10개 캠퍼스는 Berkeley, Davis, Irvine, Los Angeles, Merced, San Francisco, San Diego,
Santa Cruz, Santa Babarara, Riversid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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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버클리 대학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공 교육과정 비교
교양

Ÿ
Ÿ
Ÿ
Ÿ
Ÿ
Ÿ
Ÿ

전공

선택

Ÿ

사학
33~35 학점, 약 28%
글쓰기의 기초-읽기와 쓰기로
이수 가능
미국의 역사와 제도-고등학교
과목으로 대체 가능
미국문화(1과목)-「7개 영역」
의 하나로 이수 가능
읽기와 쓰기(2과목, 6학점)
수량적 추론(1과목, 2학점)
외국어 (1~2과목)
「7개 영역」의 7과목
49학점, 약 41%
역사(49학점)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기계공학
18학점, 약 15%
글쓰기의 기초-인문학과 사회
과학을 이수하는 과정에 들어야
하는 읽기와 쓰기로 이수 가능
미국의 역사와 제도-고등학교
과목으로 대체 가능
미국 문화(1과목)-「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한 과목으로 들을
수 있음
「인문학과 사회과학」(읽기와
쓰기 A&B, 미국 문화 1과목,
그 외 3과목 수강, 총6과목)
85학점, 약 71%
수학(4과목)
화학(1과목)
물리(2과목)
전자(1과목, 4학점)
기계(8과목, 42학점)
선택(1과목은 설계, 1과목은 수
량적 연구여야함. 18학점)
17학점

36∼38학점
전공 외 3-4학년 대상 과목 6
학점 이수
출처: 버클리 대학 문리과 대학 및 공과 대학 해당 전공 관련 웹사이트
Ÿ

사학전공은 문리과 대학(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에 속해 있으며, 기계공학
전공과 달리 ‘읽기와 쓰기’(2과목, 6학점), ‘수량적 추론’(1과목, 2학점), ‘외국어’ (1∼2과
목)를 이수해야 한다. 이 외에 하바드 학부대학의 「교양교육」 8영역과 유사한 개념의
「7개 영역(7-Course Breadth)」 에서 한 과목씩 총 7개의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버클리 문리과 대학의 「7개 영역」은 전공이 아닌 영역에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7개 영역」의 각 영역은 <표 5>와 같다.
<표 5> 버클리 문리과대학과 공과대학의 교양영역 비교
문리과대학 「7-Course Breadth」
예술과 문학
사회과학
역사 연구
국제 연구
철학과 가치
생물학
물리학
-

공과대학 「인문학과 사회과학」
예술과 문학
사회과학
역사 연구
국제 연구
철학과 가치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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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ls-advise.berkeley.edu/requirement/7breadth.html);
http://coe.berkeley.edu/students/current-undergraduates/requirements/hum-ss-requirement/req
uirements.html

각 영역 안에는 영역에 해당하는 과(deparment)의 과목이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
어 역사 연구 영역에는 80여개 과가 열거되어 있다. 80여개 과 중 하나인 사학과의
경우, 5과목(‘R1 The Practice of History’, ‘R1B Reading and Composition in
History’, ‘30A The Origins of Modern Science’, ‘30B Science and Society’, ‘30C’)을
제외하고는 사학과의 모든 과목이 역사 연구 영역 교양과목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곧 전공과목과 구별되는 교양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교양과목 선택
의 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기계공학의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 교양 필수에 더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6
개 영역에서 6과목을 이수하면 된다(<표 5> 참조). 이중 2과목은 읽기와 쓰기 A와
B 에서 이수해야 하며, 2학년이 끝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1과목은 버클리 대학 필
수인 ‘미국 문화’여야 한다. 나머지 3과목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열거된 과목 중
에서 선택하면 된다. 단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들어야 하는 6과목 중 2과목은 3
∼4학년 과목이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입문과목 만을 수강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
른 전공 분야의 심도 있는 지식을 접하게 하기 위한 만든 규정이다. 「인문학과 사회
과학」의 6영역은 문리과 대학의 「7개 영역」에서 “생물학”과 “물리학”이 제외되고
“외국어”가 들어간 형식을 취한다. 「7개 영역」처럼 각 영역에서 1과목씩을 분산이
수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버클리의 교양교육과정은 전공에 따라 다른 영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바드 학부대학의 교양교육과정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곧 전공에 따라 필요한
교양이 따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교양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바드의
통합적인 교양교육과정과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다. 스와스모어 대학

스와스모어 대학은 문리과 대학으로 학부 중심, 교수(teaching) 중심 대학이다. 대
중적인 대학 순위인 US News의 문리과 대학 분야에서 3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3
Forbes 순위5)에서는 하바드 대학에 앞서기도 한 바 있다. Forbes 순위는 미국 내 모
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의 만족도, 졸업후 성공 정도, 졸업률, 전국 단위 경쟁에서의
포상 실적 등을 기초로 일종의 투자대비 결과물 순위를 산출한다. 2014년 Forbes 순
위에서 스와스모어는 스탠포드(1위), 포모나 대학 (2위), 프린스톤(3위), 예일(4위), 콜
럼비아(5위)에 이어 6위를 기록하였고, 하바드는 8위를 기록하였다.
5) Center for College Affordability and Productivity(CCAP)와 Forbes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약 650여개의 대학 순위를 매년 출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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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과 대학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대학 형태이나, 위 대학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리과 대학 중에는 미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학들이 있다.
이와 같은 문리과 대학은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하바드 대학이나 버클리 대학에 비
해 규모면에서는 작다. 2014년 스와스모어 대학 등록 학생 수는 1,545명으로, 하바드
대학등록 학생 수 27,392명의 5%에 해당한다. 이렇듯 소규모 문리과 대학인 스와스
모어는 학교 비전에서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을 대학 교육의 가치로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다. 스와스모어 학사안내를 보면, “스와스모어는 학생들을 보다 가치로운
인간으로, 그리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스와
스모어는 윤리적·사회적 관심과 지적·인간적 가능성을 모든 학생에게서 최대한 이끌
어내고자 한다”(Swarthmore College, 2013: 1). 스와스모어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학
교 비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스와스모어에서 졸업을 하려면 학생들은 하바
드 학부대학과 마찬가지로 32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중 20과목을 전공 이외의 과목
으로 들어야만 한다. 이처럼 졸업에 필요한 32과목의 약62%인 20과목을 전공 이외에
서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학생들이 전공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폭넓은 지식과 경
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조처이다.
스와스모어 대학의 교양은 기본적으로 분산이수제를 사용한다. 영역은 인문학, 자
연과학과 공학, 사회과학의 3개로 나누고 있다. 스와스모어 대학에서는 버클리 대학
과 마찬가지로 전공과 구별되는 교양 과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3개 영역은 각
영역에 속하는 과(department)를 구분해 놓은 것으로 학생들은 각 과에서 제공하는
전공 수업을 교양으로 이수해야 한다. <표 6>은 스와스모어 대학의 3개 영역과 각
영역에 속하는 과를 열거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 영역에서 3과목씩, 총9과목을 수강
해야 하며, 각 영역 안에서는 2개 이상의 과에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곧 스와스모
어 학생들은 최소 6개 과의 수업을 교양으로 이수해야 한다.
<표 6> 스와스모어 분산이수 3개 영역

인문학 (3과목)
자연과학과 공학 (3과목)
예술
생물
고전(문학)
화학과 생화학
영문학
컴퓨터공학
영화와 미디어
공학
근대 언어와 문학
수학과 통계
음악과 춤
물리와 천문학
철학
심리학 일부
종교
연극
출처: Swarthmore College, 2013: 49-50

사회과학 (3과목)
고전(고대사)
경제
교육
역사
언어학
정치학
심리학 일부
사회학
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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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하바드나 버클리와 마찬가지로 글쓰기 필수 이수 규정이 있어서, 학생들
로 하여금 글쓰기 3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시 학생들이 공통으로 들어
야 하는 교양 글쓰기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 않으며, 어느 과에 개설된 글쓰기 과목이
건 3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글쓰기 이외에는 외국어를 2과목 이수해야 한다. 글쓰기
과목과는 달리 외국어 과목은 고등학교 이수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대학진학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외국어 2과목을
따로 이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쓰기와 외국어 이외에 스와스모어는 1년
의 체육 이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바드 대학이나 버클리 대학과 차
이를 보인다. 체육 과목은 졸업에 필요한 필수 이수 과목이지만, 졸업에 필요한 32과
목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표 7>은 스와스모어의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공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7> 스와스모어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공 교육과정 비교
교양

전공

Ÿ
Ÿ
Ÿ
Ÿ
Ÿ
Ÿ
Ÿ

Ÿ

사학
12 과목, 약 37%
인문학(3과목)
자연과학과 공학(3과목)
사회과학(3과목)
글쓰기(3과목)
자연과학과 공학 프랙티컴
체육
외국어(2과목)-고등학교 과목으
로 대체 가능
9 과목, 약 28%
사학(9과목)

선택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출처: Swarthmore College, 2013에 기초함

기계공학
12 과목, 약 37%
인문학(3과목)
자연과학과 공학(3과목)
사회과학(3과목)
글쓰기(3과목)
자연과학과 공학 프랙티컴
체육
외국어(2과목)-고등학교 과목으
로 대체 가능
12 과목, 약 37%
공학 필수(7과목)
공학 선택(5과목)
8과목
수학(4과목), 공학 전공시 필수
이수
과학(4과목), 공학 전공시 필수
이수

대학생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양과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전공이 사학에서
기계공학으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곧 하바드 학부대학과 스와스모어 대학의 경우는 전공이 순수학
문이건 응용과학이건 간에 동일한 교양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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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서울대학교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새로운 기초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학사교과과정은 “전공과정과 기초교양과정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
다(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4:8). 전공과정이 “특정 영역에 대한 학문적이고 전문
적인 안목과 지식을 형성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졸업 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데 있다면(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4:8), 기초교양교
육은 “학문 활동 혹은 예술 활동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안
목을 형성하고, 분화된 특정 학문 영역의 제한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문제
의식, 학문적 방법론을 체득하면서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일 자체의 가치를 인식하며, 보다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이해의
틀과 자질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4: 9). 곧 기초교양교육은 “특정 분야의 전공학자가 되기 이전에 합리
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며 ‘직업적 성취’를 추구하
기 이전에 ‘인간다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되기를 지향하는 교육이념을 실현
하는 교육”이다(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4: 9).
서울대학교에서 기초교양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기초교육원으로, 기초교육
원은 “학문간, 대학간, 학(부)과 간의 벽을 낮추는 학제적 융·통합적 기초교양교육”을
실시하며 “단순한 교과교육의 틀을 넘어 사회봉사, 리더십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
로 봉사·섬김의 자세와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미래 사회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추구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웹사이트). 기초교육원이 담당하
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기초교양과정은 세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각은 「학문
의 기초」, 「학문의 세계」, 그리고 「선택 교양」이라 명명되어 있다.
<표 8> 서울대학교 기초교양과정
라. 서

대학교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외국어
수량적 분석과 추론
과학적 사고와 실험
컴퓨터와 정보활용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출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4: 16, 26, 44

선택 교양
체육
예술 실기
대학과 리더쉽
창의와 융합
한국의 이해

「학문의 기초」는 “대학에서의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학사과정 이후의
활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기본적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서울
대학교 기초교육원, 2014: 16), 영어나 기초 수학과 기초 과학, 컴퓨터 관련 과목을
포괄하고 있다. 「학문의 세계」는 이전 프로그램의 「핵심교양」에 해당하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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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본이 되는 주요 학문영역과 주제들에 관해 대학 교육을 받은 자유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균형 있는 지적 소양과 통챨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서울대학
교 기초교육원, 2014: 26), (1) “언어와 문학”, (2) “문화와 예술”, (3) “역사와 철학”,
(4) “정치와 경제”, (5) “인간과 사회”, (6) “자연과 기술”, (7) “생명과 환경”의 7개 영
역을 설정하고 있다. 「학문의 세계」는 분산이수제를 기본으로 하며, 전공별로 이수
해야 하는 영역의 개수와 과목의 개수가 다르다. 「학문의 세계」에 속한 7개 영역
교과목은 학과(예: 미학과), 학부(예: 디자인학부), 또는 전공(예: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을 주관부서로 한다. 총283개의 편성과목 중 3개 과목만이 기초교육원(예:
‘047.027 녹색 생활과 소비’, ‘047.028 녹색 에너지’, ‘047.029 기후변화와 건강’)을 통해
제공되고 있기에, 「학문의 세계」는 학문분야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서울대학교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관심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
양과정”으로 「선택 교양」을 제공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2014: 44). 「선
택 교양」은 “체육”, “예술 실기”, “대학과 리더십”, “창의와 융합”, “한국의 이해”라
는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대학과 리더십”, “창의와 융합”, “한국의
이해” 영역에 속한 대다수의 과목은 기초교육원을 통해 제공된다.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선택 교양」으로 이루어지는 교양교육이 특
정 전공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를 살피기 위해 서울대학교의 경
우에도, 두 전공(인문대학 사학전공과 기계항공공학부 전공)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
다(<표 9> 참조).
<표 9> 서울대학교 사학 전공과 기계공학 전공 교육과정 비교

인문대학 사학
36학점, 약 28%
Ÿ 학문의 기초
글쓰기의 기초(3학점)
제2외국어(9학점)
영어(2-4학점)
Ÿ 학문의 세계
언어와문학, 문화와예술, 역사와
철학 (6학점)
정치와경제, 인간과사회 (3학점)
자연과기술, 생명과환경(3학점)
7개영역중 선택(3학점)
Ÿ 선택교양
소그룸고전원전읽기(2학점)
자유선택(3-5학점)
전공
60학점 이상, 약 46%
출처: 서울대학교, 2014: 68, 74
교양

Ÿ

Ÿ

기계항공공학부
40학점, 약 31%
학문의 기초
글쓰기의 기초(3학점)
외국어(4-6학점)
수량적분석과추론(12학점)
과학적사고와실험(12학점)
컴퓨터와 정보활용(3학점)
학문의 세계(6학점)
언어와문학, 문화와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경제, 인간과사회 5
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6학점 이수
62학점 이상, 약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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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공의 교육과정 비교는 새로운 교양교육과정이 도입된 2014학번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4학번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이었다. 수강편람에 따르자면 인문
대학의 사학(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전공 학생은 졸업학점 대비 교양 비중이 약
28%이며, 기계항공공학부는 약 31%였다. 「학문의 기초」나 「학문의 세계」 안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나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공에 따라 차별화
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하바드, 스와스모어에 유사한
교양교육 유형이라기보다는 버클리 대학과 보다 유사한 교양교육 유형을 보이고 있
었다.

양

2. 4개 대학의 교

교육 비교분석

하바드 학부대학, 버클리 대학, 스와스모어 대학,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교양교육을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 중의 하나는 해당 대학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교양교육과정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가이다. 하바드 학부대학과 스와스모어는 전공
에 불문하고 해당 대학교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양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버클
리 대학의 경우, 문리과 대학과 공과 대학은 서로 다른 교양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
다. 전공에 따라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양교육이 달라지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버클리 대학과 유사하게 전공에 따라 다른 교양교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4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사학 전
공과 기계공학 전공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비중을 비교해보았다. 우선 사학 전
공으로 졸업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교양과 전공의 최솟값을 졸업이수학점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비교하였다(<표 10> 참조).
<표 10> 4개 대학 사학 전공 교양과 전공 비중 비교
교양
전공
교양+전공

하바드
31%
38%
69%

버클리
28%
41%
69%

스와스모어
37%
28%
65%

서울대
28%
46%
74%

평균
(표준편차)
31%(4.2)
38%(7.5)
69%(3.6)

교양 비중이 가장 큰 학교는 스와스모어(37%)였으며, 다음으로 하바드(31%) 그리
고 버클리(28%)와 서울대(28%)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비중이 가장 큰
학교는 서울대(46%)였고, 이어서 버클리(41%), 하바드(38%), 스와스모어(28%)였다.
교양과 전공을 합한 (교양+전공)의 비중은 65%∼74% 사이에 분포하며, 최대 9% 차
이를 보였다. 교양의 경우 스와스모어(37%)와 서울대(28%)간의 범위는 9%였으나, 전
공의 경우 이러한 차가 조금 더 벌어져서 서울대(46%)와 스와스모어(28%)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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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에 이르렀다. 비록 전공은 사학으로 같았으나, 졸업학점대비 전공과 교양 비중에
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4개 대학을 비교할 때, 하바드, 버클리, 서울대는
교양에 비해 전공 비중이 높은 반면, 스와스모어는 전공에 비해 교양 비중이 높다는
특색을 보였다. 이러한 스와스모어의 교육과정 운영은 종합대학이 아닌 문리과 대학
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교육을 강조하며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견실하고 균형 잡힌 개인의 삶을 채우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준
비”(Swarthmore, 2013: 1)한다는 스와스모어 학교 비전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기 때
문이라고 여겨진다.
기계공학의 경우, 4개 대학의 교양과 전공 졸업학점 대비 비중은 <표 11>과 같다.
<표 11> 4개 대학 기계공학 전공 교양과 전공 비중 비교
교양
전공
교양+전공

하바드
31%
63%
94%

버클리
15%
71%
86%

스와스모어
37%
37%
74%

서울대
31%
48%
79%

평균
(표준편차)
29%(9.4)
55%(15.1)
83%(8.6)

교양 비중이 가장 큰 학교는 사학 전공과 마찬가지로 스와스모어(37%)였으며, 다
음으로 하바드(31%) 와 서울대(31%), 그리고 버클리(15%)였다. 전공 비중이 가장 큰
학교는 버클리(71%)였고, 다음이 하바드(63%), 서울대(48%), 스와스모어(37%)였다.
전공 비중이 가장 높은 버클리(71%)와 가장 낮은 스와스모어(37%)의 차이는 34%였
다. 이러한 전공 비중 차이는 자연히 (교양+전공) 비중 차이로 이어져서 하바드의
(교양+전공) 94%와 스와스모어의 (교양+전공) 74%간의 차이는 20%에 이르렀다.
기계공학 전공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차이는 기계공학 전공이 이수해야 하는 전
공과목이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계공학을 전공할 경우 이수해야 하는
공학수학 및 기초 과학 과목을 전공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교양으로 계산하고 있는
지, 아니면 선택으로 계산하고 있는지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표 3>,
<표 4>, <표 7>, <표 9> 참조). 학교 간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기계공학 전공에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공학수학과 기초 과학 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계산했을 경우, 교
양과 전공 비중은 <표 12>와 같다.
<표 12> 4개 대학 기계공학 전공 교양과 전공 비중 비교-수정
교양
전공
교양+전공

하바드
31%
69%
100%

버클리
15%
71%
86%

스와스모어
37%
63%
100%

서울대
10%
68%
78%

평균
(표준편차)
23%(12.8)
68%(3.4)
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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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과 <표 12>를 비교할 때, 전공 비중에서의 학교별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에서 전공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71%)과 가장 낮은 대학
(37%) 간 차이는 34%였으나, <표 12>에서 전공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버클리,
71%)과 가장 낮은 대학 (스와스모어, 63%)간 차이가 8%로 줄어들었다. 반면 교양
비중에서의 가장 높은 학교((스와스모어 37%)와 가장 낮은 학교(서울대 10%)간 차이
는 오히려 높아져서 27%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과대학 교양교육개선 방안을 탐구했던 이희원 등(2008)의 연구에 따르자면, MIT
의 교양 비중은 19%이고, Stanford의 교양 비중은 30%다. 이상 미국 5개 대학(하바
드, 버클리, 스와스모어, MIT, 스탠포드)의 경우 기계공학 전공 학생이 졸업하기위해
이수해야하는 교양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37%에 이르며, 5
개 대학의 평균은 26%(표준편차 9.0)이다. 이에 비해 서울대의 교양교육 비중은 10%
로 이상 5개 대학과는 교양 비중 평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공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전공
에 따라 차별화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에서 기인하는 차이로, 미국 대학이지
만 전공에 따라 차별화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버클리의 교양 비중(15%)은
같은 미국 대학인 하바드(31%)나 스와스모어(37%)에 비해 서울대(10%)에 보다 근접
한 양상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자료를 분석할 때, 사학 전공의 경우도
(<표 10> 참조) 전공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버클리와 서울대가 유사
성을 보이며, 해당 대학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하바드와 스
와스모어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V. 결론

하바드 학부대학, 버클리 대학, 스와스모어 대학,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교양교육을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드러나는 점 중의 하나는 전공별로 차별화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학들은 교양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이러한 차이는 일면 교양교육을 하는 목적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목표가 섞여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보다 깊이 있는 학문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으로서의 교
양교육이다. 글쓰기나 외국어, 컴퓨터 수업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
초 교육은 대개 대학교 신입생에게 필수 사항으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초로서의 교
양교육 과목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4개 대학 교양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바드 학부대학 신입생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설명문쓰기나 외국어, 버클리 대
학의 글쓰기의 기초, 스와스모어의 글쓰기 3과목, 외국어와 체육,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 글쓰기의 기초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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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초로서의 교양 외에 4개 대학은 모두 “지적, 시민적, 실천적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분야와 형태”(AAC&U, 2014)를 교양으로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자유교육의 한 부분”으로서의 교양교육을
강조한 것으로,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변화에 대처하도록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접근”이며 “넓은 세상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과 함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성
취를 강조하는 접근”으로서 교양교육을 개념화한 것이다(AAC&U, 2014). 하바드 대
학은 이러한 자유교육 이념을 강조하며, 직업교육처럼 도달점이 분명하고 실용성에
초점을 둔 교육이 아닌, “자유 탐구 정신에 기초한” 자유교육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
시하고 있다(Harvard University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2007: 1). 이러한 자
유교육 맥락에서 하바드 학부대학의 8개 영역 8과목 규정이나 버클리 대학의 「7개
영역」 7과목 규정, 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6과목 규정, 스와스모어의 3개 영역
9과목 규정은 모두 학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문의 세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양교육은 기초
교육과는 성격이 달라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폭넓은 지식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폭을 강조하기에 깊이가 없거나 기초적인 성격의 과목이 주종을 이룬다고 생각할 수
도 있으나, 하바드, 버클리, 스와스모어의 교양과목이 기초적이며 입문적 성격을 지닌
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스와스모어의 경우, 전공과 구별되
는 교양과목을 따로 개설하고 있지 않다. 본인의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수업을 폭
넓게 분산이수하는 것을 교양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폭넓은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교양이 전공과목과 분리되어 개설되고 있지 않은 것은 버클리 대학도 마찬가지다. 버
클리 대학 역시 교양과목을 따로 개설하지 않으며 다른 과의 전공과목을 교양과목으
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버클리 공과 대학의 경우, 「인문학과 사회과학」 6과목을
이수할 때 2과목은 3∼4학년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다른 과의 3∼4학년
전공과목을 듣는 것으로 교양 이수를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하바드 학부대학과 서울대학교는 교양과목을 전공과목과 어느 정도 분
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버클리나 스와스모어와 차이점을 보인다. 하바드 학
부대학의 교양과목 개설은 교양교육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하바드
교양교육의 취지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개설된
교양과목이 반드시 입문적·개론적 성격을 지니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하바드 교양
과목 중 하나는 ‘로마제국 멸망사’는 최신 고고학 연구 결과, 문헌 사료, 환경 과학,
유전학, GIS등을 이용하여 AD300년∼700년 사이의 로마 문명을 연구한다. 다루는 소
재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 로마 경제의 회복과 몰락, 기후 변화, 질병, 그리고
여성과 권력이다. 보통의 개론 수업과는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학교의 경우, 「학문의 세계」에 속하는 교양과목은 주관학과가 있으나,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과는 구별이 되는 교양과목이며 전공과목보다는 입문적·개론적 성격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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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이 많다.
현재 운영되는 교양교육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때, 하바드와 스와스
모어는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을 보다 전면에 등장시켜 전공에 상관없이 학생들
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의 학문을 고르게 접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양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세분화된 전공분야 뿐 아니라 간학문적인 경험과 지식 정보 사회가 요구
하는 통합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와 버클리의 경우, 전
공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로서의 교양교육이 보다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학 전공자와 공학 전공자에게 필요한 교양교육은 따로 존재하며, 그에 따
라 사학 전공자와 공학 전공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서
울대학교와 버클리 역시 자유교육 측면에서의 교양교육 역시 논하고 있으나, 하바드
와 스와스모어에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전공 기초로서의 교양교육 측면이 강
조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전공에 필요한 공학수학 및 기초과학 과목을
교양교육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던 것은 전공의 기초로서의 교양교육을 파악하는 일ㄹ
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3개 대학과 서울대학교의 교양교육 사례를 사학 전공과 기
계공학 전공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각 대학은 나름의 특징을 가진 교양교육을 운영
하며 여러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으나, 공통점 역시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4개
대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현재의 대학 교양교육 현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해주지만, 분석 결과 자체가 보다 나은 교양교육을 위한 시사점으로 이어지는 것
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문·
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지향하는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교육부, 2014.9.24a), 이러한 분석은 대학 교양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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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earch of Gener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Lee, Mimi(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e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has recently announced that 2015 National
Curriculum will focus on eliminating the differentiated curriculum between those
concentrating on arts and those on sciences at the high school level. If implemented
as planned, 2015 National Curriculum would be a first one with no differentiation for
those pursuing arts majors and those sciences. This, however, counters the
movement at the university level, where universities are tightening major
require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s for three U.S. universities
and one Korean university with a purpose to shed light on the university curricular
reform in thi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re
are two types of general education program. The first type applies the same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s regardless of majors while the second type uses differentiated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s per major. This study then further analyzed the
reasonss why there are such differences and argues that the difference lies in how
each university conceptualizes general education. General education in pursuit of
liber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as basic courses are discussed and
implications are sought.
Key words: general education, arts and sciences, liberal education,
basic courses for majo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