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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교육
미래역량평가 전문가,
패트릭 그리핀 교수에게 듣는다
패트릭 그리핀

호주 멜버른대학교 교수

무엇을 학습하느냐가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얼마만큼 학습하느냐?’가 아니라
‘학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가 중요합니다

4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Q1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정

의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
이 교육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1

지금의 제4차 산업혁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패트릭 그리핀 호주 멜버른대 교수는 20여개 국가에서

봅니다. 최근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움직

평가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한 세계적인 평가 전문가이자

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과거에 이루어진 산업혁명을

‘21세기 역량의 교수와 평가(ATC21S)’ 프로젝트에서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패트릭 그리핀 교수에게

‘4차 산업혁명과 교육’ 이라는 주제로 서면 인터뷰를

제1차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청하였다. 그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된 역사적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지배세력은 생산 방식의 변화를

배경을 꼼꼼히 설명하면서 사회의 변화 함께 교육계의

이끌었으며, 자본주의자들은 생산뿐만 아니라 노동의

변화를 진단하였다. 또한 ATC21S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공급을 통제하던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등 권력의 이동이

성과를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협동학습에서의

일어났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냉장시설의 발달과

학생학습 모델링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

증기동력은 인구의 원거리 이동과 도시의 대규모화를

이라고 설명하면서 ‘발달적 역량 평가’, ‘증거기반 교수

촉진했습니다. 또한 장인(journeymen)들을 대신한

학습’에 대한 사례 설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도제자(localized apprenticeships❶)의 등장은 교육의

교육 평가에 대한 방향을 소개하였다. 한국의 교육

유형이 학문적 교육과 직업교육으로 나누어지는 데 영향을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한국은 높은 사교육과 암기력을

끼쳤습니다. 학문적 교육은 상위층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대학입시에 의해 좌우되는

수단으로 활용된 데 반해, 직업교육은 노동계급의 교육으로

평가가 특징”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 사회의

발전했고,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성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어서

발전까지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홍콩과 같이 한국 정부와 연구기관이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새로운 선발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이 한국 교육의
미래 역량을 정의하고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하였다. 이하는 패트릭
그리핀 교수의 인터뷰 전문이다.

1) 도제교육 [徒弟敎育, apprenticeship] : 13세기 이후 산업혁명기까지의 가내수공업
사회에서 실시된 직업교육 제도. 10세 이후부터 상업·공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장인(匠人, master)의 개인 집에 다니면서 도제가 되어 봉사하면서 학습하기
시작한다. 그 교육내용은 직업관계는 물론 인격교육에까지 미친다. 매우 엄격한
압제적인 훈련을 비교적 장기간(5～7년)에 걸쳐 이수한 뒤 다시 일정한 작품제작에
합격해야 비로소 장인이 된다.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하우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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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 제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피임이

지능과 가상현실은 근로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여성의 노동이 가능해지면서 노동자의 수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뇌 기능과

는 2배로 불어났으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

학습 과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다. 컴퓨터의 등장은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달, 학습, 제조뿐만 아니라

몇몇 직업군이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교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통수단,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탄생으로 인하여 사회는 더

일하고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욱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금융기업은 국가 간 경계를 넘나

도구,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식마저도

들어, 각 국은 자국의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학습의 내용과 방법은 매우 빠르게

등교육의 팽창과 더불어 학교교육은 문해력과 수리능력 향

변화하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정보처리 및 기술은 하나의 교과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교사만

목으로 도입되었다가 나중에는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을 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직업군이 컴퓨터를

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대규모 시험을 통해 관련 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홍수에

능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업교육은 실제 근로현장에서

의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OECD, UNESCO와 같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다룰 뿐 노동현장의 변화나

국제기구나 기관에서 단기간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의

전망에 기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를 예측하려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삶의 방식과
학습, 근로,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 등을 계획하고자

제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로봇의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은 정치나 극단주의, 체계적인 교육

등장과 함께 단순 작업은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으며

관리 시스템 또는 교사 직종의 변화 등을 통해 사회의 한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실업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부분으로 통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한 노동력 대체 가능성은 결국

교과지식이나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이해하게 하는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이 ‘노동력’이라는 그들의

역량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게 덜 중요해지면서 교사의

협상카드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보의 중요성에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문해력이 필요해졌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학생들의 협동심,

교사의 역할은 전문적인 지식전달자에서 학습촉진자로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창조성을 중시하게

변화하였습니다. 근로 현장은 정보통신 기술과 대인관계에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는 실업률이 구조적인

핵심적인 개념이 될 것입니다. 2017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현상으로 정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

2034년에 직업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보았을 때, 그들이

교육(workforce education)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은 오늘날의 직종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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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능형 기계, 데이터 분석, 학습 분석, 기계 학습, 인공

교육과정도 달라질 것이고 교수학습 방식도 다를 것이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평가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ATC21S로 명명된 이 과제의 핵심은 협동심, 문제해결

교육자가 학부모와 정치인, 직장상사, 종교 지도자뿐만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 등 21세기 역량을

아니라 실업자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참여할 수

활용한 협동적 문제해결(collaborative problem-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solving)의 개발과 평가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평가와

선거를 의식한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과

기술의 영역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5년에 OECD에서 52개국을 대상으로 비슷한 역량을

여기까지가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이자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2

평가하였고,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최근 협동적 문제해결에
대한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 방문 당시, 진행하고 있던 ATC21S를 소개하

다수의 국가에서 교육과정에 21세기 역량을 접목할

셨습니다. ATC21S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목적으로 저와 저의 연구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ATC21S는

연구사업과 성과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쳤습니다. 그 중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2009년에 글로벌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로그 파일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 분석과의 관계를

“21세기 역량 개발과 교수”라는 과제를 맡게 되어

알아내려고 하거나, 문항반응 모델, 기계 학습, 그리고 인공

호주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코스타리카

지능 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사회적, 정서적

등 총 6개국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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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교육적 척도(educational measurement)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렸으며, 그 누구도 상상하지

Ⓐ 모든 학생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할 것입니다.

못한 방식으로 빅데이터에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 평가와 평가 결과 보고서(성적표)는 학습의 양을 강조하는 점수

연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는데,

형식이 아니라 어떠한 속도로 무엇을 배웠는가를 알아내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협상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연구는 멜버른 대학교와 미국의

합니다. 교육은 학습에 관한 것이지, 점수나 숫자로 말할 수 있는

ETS,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종에서 점수가 아니라 역량에 핵심을 두어야

다른 기관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2016년 미국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1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 기존의 교수학습 방식은 학습에 대한 장애 혹은 결손(학습 부
진)을 진단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
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수학습은 성장과 발달에 초점

아마도 ATC21S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새로운

을 두어야 합니다. 학습은 사회적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비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협동학습에서의 학생학습

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을 비롯한 관련 연구들은 제 책

모델링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와

에 상세히 저술되어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학습

같은 새로운 관점은 교육적 척도에 매우 큰 영향을

의 영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

미쳤으며, 새로운 방식의 학습 모델에 대한 연구가

께 고민해야 합니다. 교수학습의 보편적인 형태로 스캐폴딩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략을 적용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협동학습에서의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를 교실 내로

필요합니다.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 현장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평가는 교사들이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교사와 학부모는 ‘증거’와 ‘추론’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증거’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Q3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

말하고, 만들며, 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이해했는지, 또는

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한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

알고, 생각하고, 느끼는지 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는

하십니까?

사람들의 행동과 말, 글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보거나 만지거나,
또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그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교사들은

A

3

무엇을 학습하느냐가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을 이해

증거기반 교수학습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저의 책에 자세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얼마만큼 학습하느냐?’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 아니라 ‘학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가 중요

Ⓔ 교직은 협동적인 팀 내에서 팀원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발달적 역량 평가에 대한 책에 저술한 내용을

하며, 동시에 다른 이의 의견을 반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종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대부분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어떤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8

나누는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저의 저서 중

몇 가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교사들은 개별 학생의

“교수를 위한 평가(Assessment For Teaching)”에 서술되어

인지 수준을 찾아내고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

있습니다.

다. 이를 위해 교사는 각기 다른 학생들의 근접발달영역을 찾아

Ⓕ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척도입니

내고 적절한 학습방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몇몇 교

다. 이는 교사가 시험 관리자보다는 참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

사는 인지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스킬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최근에 받은 이메일을 아

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은 학생

래에 제시하였습니다(관련 학교와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이메일
그리핀 교수님께
제 이름은 R.M.입니다. 저는 멜버른의 B 중등학교의 교사이며 영어학습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B중등학교에서 교수님의 저서 「교수를 위한 평가(Assessment for Teaching)」에 서술되어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역량
기반 척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파일을 만들었고, 교사들이 역량을 각각 디자인하고 그 정도를 표기하여
자동으로 간트 차트를 만들어 내도록 했습니다. 이 엑셀파일은 저희 영문학과의 직원들이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데이터의 사용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원으로서 학생 개입(student intervention)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기반을 마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엑셀 프레임워크를 U 고등학교의 영어과 부장에게 보내주었는데, 역시 저희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척도로 인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B학교에서는 “쌍방향” 척도라고 불리우는 측정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Microsoft OneNote를 사용하여 교사들이 각각의 과제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척도 내의 각각의 역량 그룹 내의 하위 역량과 활동 과제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공간을 활용하여
교사의 교육 지도와 더불어 영상 설명과 오디오 녹음파일 등과 함께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영어만이 아니라 인문학, 과학, 시각미술, 드라마, 수학, 그리고 체육 등과 같은 교과목까지 포함하는 역량 척도와 엑셀 파일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올해 초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B학교에서의 성과를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RM

이메일을 보낸 RM 교사의 분석 중 매우 우수한 것은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 내용을 학생들과 교사,

“적응성(adaptability)”였습니다. 현재 저는 RM과 함께

학부모와 학교장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고서의

증거기반의 구분(differentiation)에 관한 분석 결과를

예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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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r John Peterson
Literacy
Reading

Year Level:
Class:
Teacher:
Subject:
Strand:

Report printed on 5 Jun 2017
A

B

C

D

E

F

G

H

I

Knows how a book
works. Likes to look at
books and listen to
stories. Likes to talk
about stories.

Recognises many
familiar words.
Attempts new words.
Will retell story from a
book. Is starting to
become an active
reader. Interested in
own writing.

Looks for meaning in
text. Reading and
discussion of text
shows enjoyment of
reading. Shares
experiences with
others.

Expects and
anticipates sense and
meaning in text.
Discussion reﬂects
conﬁdence in setting
and characters.

Will tackle difﬁcult
texts. Writing and
general knowledge
reﬂect reading.
Literary response
reﬂects conﬁdence in
settings and
characters.

Is familiar with a
range of genres. Can
interpret, analyse and
explain responses to
text passages.

Reads for learning as
well as pleasure.
Reads widely and
draws ideas and
issues together. Is
developing a critical
approach to analysis
of ideas and writing.

Is clear about own
purposes for reading.
Reads beyond the
literal text and seeks
deeper meaning. Can
relate social
implications of text.

Skilful in analysing
and interpreting own
response to reading.
Can respond to a wide
range of text styles.

Adam Flaming
Bradlee Reynolds
Brenden Kacperski
Caitlin Fillmore
Cassandra Sawyer
Chad Lam
Chad Ryan
Chad Shifﬂett
Chantel Mcconnell
Coty Johnson
Donald Leitch
Dustin Gooden
Emily Hawkins
Eric Klino
Jason Smith
Jenny Owens
Jessica Muckey
Josh Markley
Kelly Simpson
Kendra Rogers
Matt Hart
Molly Harris
Robert Mizro

위의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그 어떤 학년에서도 점수를

없습니다. 협동심, 의사소통능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등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거기반 교수학습은 이해할

의 21세기 역량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하기 전까지는 존재

수 있는 수준의 한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관찰하여 이러한 개념들을 정

을 두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안

의하며, 이를 위해 다른 수준의 구인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

내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개별화 수업으로 대체하여 제

뛰어난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몇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접근

몇은 의사소통이나 창의력이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혜택은 교사들이 학생

학생들에게서 어떤 구인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관찰되는

들에게 관심을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두고, 교수학습의 증거에 대한 논의를 생각해야

역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합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

들의 말과 행동, 쓰기의 성과는 교사의 교수활동이 아니라
학생이 학습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역량은 하나의 구인❷으로 볼 수 있으며, 구인은 사람 간의

2)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과정을 지칭하는 개념. 이 개념은 과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바 여기에는 경험적 구인(empirical constructs)과 가설적 구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명한 구인 중 하나로

(hypothetical constructs)이 포함된다.

지능을 들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정의하기 전까지는 실체가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6. 29., 하우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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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무엇을 만들고 쓰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창의력이라는 구
인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이를 기반으로 교사
들은 학생들이 창의력이라고 정의된 행동을 더욱 정교하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학생이 말하고 행동하며 만들어내고 써내려가는 것을 한 단

사고방식(Ways of thinking)

일하기 위한 도구(Tools for working)

창의성과 혁신

정보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학습을 위한 학습 / 메타인지능력
•인지과정에 대한 지식

•정보통신기술(ICT) 문해력

일하는 방식(Ways of working)

계 높이기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삶의 방식(Ways of living in the world)

어떻게 그 학생의 역량이 개발되었다고 추론해 낼 수 있을지

의사소통

시민의식 – 지역 및 글로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구인을

•협동(팀워크)

•삶과 진로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
문화적 이해와 역량

가르침으로써 기능과 지식, 태도, 윤리 등을 습득할 수 있도
록 도우는 것이지, 구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학생 행동의 향상 정도가 증

Q5

거로 나타날 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인은 잠재
적이거나 숨겨진 반면 증거는 가시적이며 명확하게 드러나

학생 개개인의 핵심 역량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과 기본
평가 원칙은 무엇입니까?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는 것입니다. 역량은 증거로부터 추론되는 것입니다. 역량의
적고 많음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A5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위에서 했다고 생각합

여러 과제를 수행한 후 나타난 행동을 기록하여 그 향상 정

니다만, 이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척

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단계적으로 발달하며, 이

도에 따른 교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

는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교

기반의 평가를 위한 로그 파일 분석은 다지선다형 형태의

사들은 학생들의 역량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노

평가를 포함합니다. 이는 기존 형식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력해야 합니다.

객관적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활동 로그 파일을 통해 방대
한 양의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Q4

A4

ATC21S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의 주요 특징은 무

같은 방식을 MOOC(massive online open courses)로 확

엇입니까?

장시켰습니다.

ATC21S에서 다룬 핵심역량은 사고방식, 일하는

Q6

방식, 삶의 방식, 일하기 위한 도구 등의 새로운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을 구분하기는

학교에서 핵심 역량을 가르치고 학습하는데 교육과정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목을 포함

해야 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우나,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각각의 방식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동적 문제해결’과 관련한

A6

교과지식이 없는 학교교육을 상상하기 어려운데,

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과학, 인문학, 언어학 등의 교과 내에 내용이 있어야

종합하여 21세기 핵심역량의 새로운 유형을 제안하기 위한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교과내용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르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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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기저에 있는 기본 역량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평가

평가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일한

또한 암기능력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으로 무엇을

국가입니다. UNESCO는 역량교육과정 개발에 상당한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역량에 대한 정의와 평가 경험이

시스템에서 예비교사들은 교과지식의 습득을 중심으로

많은 경험자들 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원교육은 21세기 역량을

OECD 역시 소프트스킬(soft skills) 설문조사와 PISA 등을

강조해야 하며, 이는 교수학습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통해 역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글로벌 사회에 영향력을

발달적 접근방식도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가 PISA에서

미치고 있습니다. ATC21S 프로젝트는 ‘방법론’ 부분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사실 PISA는 아직까지도 역량을

역량을 정의하고 21세기 역량 측정방식을 서술하고 있어,

측정하기 보다는 지식을 축적한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치고

또 하나의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PISA는 우리가 역량에 관해 알고 있는 수준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지필 형식이나

Q8

한국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와 소프트웨어 교육 등 새로운

컴퓨터 기반의 형식적인 평가는 역량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기술을 학교에 도입하여 주요 미래 역량을 배양하고 평가

있습니다. 다만 발달 수준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역량이 높아지는 단계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견 또는 제안사항이 있습니까?

Q7

교수님께서 이미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 역량 교육과
평가의 많은 사례를 경험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 중

우수사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8

제가 한국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새로운 기술 등이

활용되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다양한 21세기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A7

과거에 있었던 저의 연구는 대부분 문해력과

기술이라는 수단이 과연 성공적인 전략으로 이어질 수

수리력을 핵심 역량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술은 단순히 전달하는 수단 그

1985년에 호주 정부는 저에게 미래 사회와 교육과정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변화에 대한 글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을 통해 무엇을

지식경제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학문지식의 내용보다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있는지 입니다. 그러나 앞서 교사와 관련하여 설명할 때

교육이란 읽고 암기하고 되풀이하는 것(Read, Remember,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Recite)에서 소통하고 창조하며 협동하고 비판하는

협동심 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모델을

것(Communicate, Create, Collaborate, Critique)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교사들이 이러한 역량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3R에서 4C로의 변화를

모델링하는데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전략은 대부분

뜻합니다.

성공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e-learning이나

싱가포르와 호주의 교육과정은 역량을 초점으로 두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교육과정과

12

블렌딩 학습 전략(blending learning strategies)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Q9

한국은 특히 계층 간 이동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와 연구기관이

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한국의 성장에 기

고등교육에서의 새로운 선발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여하였으나, 동시에 학생의 낮은 동기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교육비용 지출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
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Q10

최근 한국에서 고등교육 시스템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노동 시장 진입을 앞둔 대학생들의 핵

A9

이 질문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답변한 것

심역량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같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역량 습득에 초점을 두는 발달적 접근(A develop-

A10

저는 대학생들만을 위한 역량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

mental approach)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을 관리

니다. 사실 ATC21S의 핵심역량을 모두 강조하고 싶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실수와 약점을

습니다. 멜버른 대학교에서는 공학과 과학, 경제학 전공의

중심으로 하는 결핍 모형(deficit model)을 역량 발달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적 문제 해결을 평가하고 있습니

접근방식(developmental competence approach)로

다. 고등교육의 변화는 산업계를 위한 빠른 대처 정도로 여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겨지곤 합니다.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초등교육에서 나

학부모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이

타난 변화가 학교교육을 거치면서 쌓아질 수 있도록 만들

매우 어려운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KEDI에서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교육 또는 학부모의 태도 변화 등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TC21S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한 교육 수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훨씬 더

인적으로는 개별 학교와 시스템 수준에서의 21세기 평가

월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국을

자료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평가 자료 개

비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군요. 그보다도 한국의 강점을

발은 UNESCO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언급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가난하고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에서부터 세계적으로 교훈을

Q11

마지막으로, KEDI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A11

미래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

주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학업 참여율과 관심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사교육은 가장 높은 편에

KEDI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

속하기도 하고요. 교육과정은 암기력을 기반으로 하며,

합니다. 21세기 핵심역량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대학입시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평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량 평가의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성공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능형 기계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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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좌담

다양한 대학, 교수, 학생 있어야

4차 산업혁명 위한 창의적 인재 나온다
: 미래사회 준비 위해서는 정부 지원, 대학 스스로 이끄는 협업·혁신 필요

일시

2017년 7월 6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개혁 전망과 과제

참석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장,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왼쪽부터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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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기술 발달로 인한 변화를 크게
실감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만큼 과학·기술 변화를
계기로 삼아 사회 전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노동시장과
산업계, 더 나아가 사회가 바뀌는 데는 교육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학교육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사회로 나가는 데 필요한
대학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7월 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대학교육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개혁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미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유은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국회의원,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 이건우 서울대학교

생산수단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공과대학 학장,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 있지요.
결국, 우리 교육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은 어떤

삶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혁신 필요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사회문화 변동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 사회로 나가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협업이 가능한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먼저

인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존감이 높으며, 짧은

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기술 사이클에 대비 가능한 주체적 학습능력이 높고,

궁금합니다.

타인과 협업하고, 위험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윤리적인

류방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 우리
지난 2016년 10월 클라우스 슈밥이 우리

교육체제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국회

기존의 규준과 평가 틀만 바라본다면 4차 산업혁명

안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시대의 인재 양성도 어려울 것입니다. 초·중등교육,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이 경쟁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모두 마찬가지죠.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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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우

지난주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공대학장 협의

AICBM의 새로운 기술 분야를 복합적으로 담아 낼 수 있는

회’에 가보니 이제 비로소 다른 나라도 대학교육에서 4차 산

고등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유

경우, 초중등교육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학의

행에 참 빠르다고 느끼면서 한 가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10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 현장을 4차

여 년 전에 융합기술이라는 용어로 저희 사회가 굉장히 떠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들썩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프로그램과 플랫폼 구축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장을 맡고 있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융합기술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과는 별로 없었어요.

반상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새롭게 이슈화하기 이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먼저 떠들긴 했는데 과연 실제

전에 이미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형태가 작동하고 있

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개론만 얘기

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한 4차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시대, 초연결사회가 가져올 역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

기능은 양극화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

지 말은 많은데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

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우리는 이슈화는 잘하는데 실제로 디테일에 너무 약한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에 공정하게 지원하되

거 아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조그마한 문제부터 하나하

통제하지 말고, 대학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가치

나씩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패러다임 구축에 깊은 고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덕성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선포

할 때만 해도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벽

융합, 문제해결력 협업 중심의 교육

돌만한 단순 기능의 핸드폰이 손안에 잡히는 크기의 디지
털 문화의 혁명적 내용들을 담는 엄청난 변화가 대단하다

류방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혁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

없지만, 그 변화에 대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의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요즘 4차 산업혁

는 점에는 모두 공감해주신 것 같아요. 이 논의에 이어서 새

명의 용어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삶과 완
전히 다른 환경을 만들만한 엄청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
되는 일자리의 변화, 삶의 환경 변화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융복합 교육, 직업교육으로써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성의 바탕을 이루는 인문학적 소양의 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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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사회 변화에 맞춰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고, 대학은

동안 국가가 재정 사업을 통해서 자꾸 드라이브를 걸었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학도 다양해야 하는데 너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오히려 대학은 고민하지 않
게 된 거죠. 여태까지 우리 교육은 모두 빠른 모방자(fast

저는 국가가 이끌어 나가야 할 큰 방향과 더불

follower)를 찍어내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이었는데, 개척

어 대학이 먼저 스스로 바뀌어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자(first mover)가 돼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도

최적화가 불편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고치려면

록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창출대학이라고 하는 용

입시도 바뀌어야죠. 짧은 시간에 수많은 문제에서 정답 찾

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적 내용이 대학으로부

아내기를 하면 창의성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볼 수 없지 않

터의 교육과 R&D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적인 가치를 이

습니까? 대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수가 학생들

끌어 나가는 실제적인 목표와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

은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교육을 했

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우수 대학들이 가치창출대학을 목

죠. 앞으로는 혼자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오덕성

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는 4차

아까 융·화합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학생들이 타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인재를 어떻게 교육할 것

분야, 타 대학의 과목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점이

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학년 때에는 문·사·철 기반의

못 나와서입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수(pass),

인문학적 소양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이해할

미이수(fail)로만 수강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 있는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등을 읽어 낼 수 있는

또 학생들이 자꾸 섞이게 하는 일이 중요한데, 저희

과학기술 소양 교육이 기초과정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2학년에서 4학년에 이르기까지는 인문사회와 공학, 창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필요한 장비는 다 갖춰놓고

디자인 등 전혀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 전공으로 유도함으

24시간을 개방해 놨더니 자연스럽게 공대, 미대, 경영대

로써 새로운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융

학생들이 모여 자기네끼리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더니

합교육을 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실패를 딛고 도

창업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할 수 있으려면 대학의 울타리 내에 있을 때 실패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연습을 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대, 난양공대 등
을 벤치마킹해 보면 캠퍼스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여 2번

오덕성

지금 말씀하신 방식을 저희 대학은 인재개발원

까지 실패하는 것을 지원하는 국가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

의 주도로 시행해보았습니다. 공학 전공 학생들을 인문사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울타리에서 창업의 세계와 도전정

회, 경영, 디자인 분야의 학생들과 묶어서 그룹을 형성하

신을 키워주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기

게 하고 캡스톤디자인을 진행시켰습니다. 문제를 설정하

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주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

고 해법을 찾아 나가며 결과를 만들어 내는 3단계의 과정

비 교육도 필요합니다.

에서 인문사회와 공학기술 등 다른 분야의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

대학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몇 분

공감합니다. 대학이 주인의식을 갖고 개혁해야 하는데 그

의 교수님들이 같은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눈높이에서 학

이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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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지도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

오덕성

예산 지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산업현장의 협력교수 등의 도움을

있겠습니다. 첫째는 고등교육 재정을 최소한 OECD 평균

받을 수 있도록 가족회사를 활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작

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시급

의 단계이지만 이러한 방식의 캡스톤디자인이 성공하면 우

합니다. 둘째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건이 수도권

리 대학 나름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

으로 생각합니다.

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융합 인재육성과 혁신거점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R&D 예산 지원입니다.

재정 지원은 대학 주도적 협업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에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과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활약하고 있는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산·연·학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지난 정부 아래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한 분야의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사업화를 이끌어 나

기준이 취업률이었잖아요. 몇 년 지켜보니까 대학의 기본

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

인문학이나 기초 예술 분야의 학과들은 통폐합되거나

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국가

없어져요. 한 해가 다르게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경우, TU8로 총칭되는 우수공과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대학에 국가의 재정도 시대적

대학과 막스프랑크, 프라우엔호퍼 연구소 등 공공연구소의

추세와 변화에 맞게 지원이 돼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

적극적인 협업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유은혜

있는 학생들이 다 서울에 진출해야 하는 이런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지방의 거점 국립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이건우

그런데 국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도 지금

강화하고 그 대학들이 대학마다 고유한 특성, 전문성을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계속 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연구나

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R&D를 거점 국립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강화해야

학교들이 수익사업을 과감하게 하게끔 풀어줘서 자구 노

합니다.

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반상진

대학구조개혁 평가 사업은 교육부에 대한 대

반상진

많은 대학들이 대학기업을 통해 재정 확보를 위

학의 순응주의를 확산시켰고, 개별 대학 간 경쟁만을 유

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수익성이

도한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폐해는 이미 알려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가진 수익사업의 상품성이 시장

입니다. 이제 대학재정 지원 방식이 네트워킹 중심으로

에서 작동이 안 돼요. 기업과의 마케팅 경쟁에서 이길 수 있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R&D에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구 노력으로 쉽게 재

관련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역량을 집중해 부가

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치를 창출하려고 해야지 특정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
하는 건 시대적 변화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대개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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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성

대학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제한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학

습니다. 반면, 국립대학의 경우 제한된 여건 내에서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거점국립대학을 육성
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전략은 의미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교부금으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반상진

동경대, 게이오대, 하버드대는 예산이 5조원

이 넘어요. 스탠퍼드도 7조원입니다. 지금 충남대학이 제
가 알기에는 한 3천억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3천억원 갖고 세계적인 대학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체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절대 액수가 부족하므로 정부가 대학을 위해 재정 확대

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치창출대학이라는 목표 가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의 재정 여건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혹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이건우

정부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없는 새로운 상품이 대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화

는 주면서 동시에 대학이 자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좋

될 경우, 그 성과는 대학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겠다는 말씀입니다.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중심
대학,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거점대학 등에서 그러한 실례
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립대학 지원은 우리나라의 거점국립대
학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뒷

유은혜

거점 국립대 지원 예산을 보니까 9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3천억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
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
원이 그만큼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받침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경권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세

오덕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학을 적극적으로

계대학랭킹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200위 내에 속해있

지원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과 예산 투입에 대해

는 11개 대학 중에서 사립대학은 게이오대학 뿐이며 나머

지역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 10개 대학은 국립대학들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볼 때 각 대학으로 지원될 수

은 엄청난 등록금 수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수익

있는 혁신사업비는 연간 100억원 내외쯤이 되지 않을까

사업으로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산업까지도 가능하게 하였

생각됩니다. 그 정도의 예산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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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반상진

제 기억으로 대학 재정알리미에 의하면 96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사업 2조4천억 원 정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교육부 외의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대학

나머지 부처에서 3조5천억 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6조원도

관련 사업비, 교육부 내의 각종 국가지원사업 등을 묶어서

안 되는 돈을 갖고 400개 대학에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부의 지원은 규제가 심하지만

기존 사업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대학 스스로 사업 내용에

다른 부처의 지원은 대학에 상당한 자율성을 주고 있고요.

담아 5년을 목표로 하는 교육혁신모델 사업을 제안하고

그래서 R&D 투자 효과도 사실은 교육부보다는 다른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부처에서 준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제안합니다.
류방란
유은혜

그래서 고등교육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의 교

부금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게 안

교부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다른 부처에 있는 돈도 함께 더 많이 확보할 방법이 없을
까요?

되면 사실 요원한 거죠. 국가 예산으로만 지원하려고 했
을 때, 일반 회계에서 안 준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

오덕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의 융합

는 거예요. 그 1천억 원 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말만 그냥

기술 발전은 교육과 연구개발을 함께 이끌어 나아갈 긴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더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

한 산학협력체계 구축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

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 대학을

은 제가 상임위에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중심으로 미래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효율적이
며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러한 모델을 적극 활용하
고 있습니다.
반상진

문제는 타 부처에서 지원할 때는 중복 투자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마다 지원 성과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부처간 사업이
서로 중복해서 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중앙정부의 각
부처마다의 중복투자를 상호 조정하는 작업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학 지원의 중심 부처인 교육부의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대학 지원에 대한 책임을 교육
부에서 지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부처마다 R&D
예산을 주는 것은 좋지만, 핵심 부처인 교육부 예산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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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논의하고 방향 정하는
오픈 거버넌스
류방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필요

先평가·後지원에서,
先지원·後평가로
반상진

정부의 재정 사업이 대개 개별 사업단

한 사회적인 토양과 격차 심화 대응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

중심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다 보니 투자 대비 기대하는

씀해주셨는데, 대학 스스로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사업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재정 지원하는 방식 때문에

싶습니다.

해당 대학 전반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사용되다 보니 교육과 연구 개선을 위한 파급효과는
아까 오 총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죠. 대학의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본부는 대학구조개혁이나

거버넌스가 없으므로 개혁이 안 되는 거죠. 총장이 말만 총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를 핑계로 대학운영이나 학과 운영,

장이지 한 학과의 교수 정원을 바꿔서 다른 데 주는 것조차

그리고 대학구성원을 통제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못하는 현실이다 보니 대학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교수 임용도 학과보다는 사업단 혹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이건우

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학본부와 학과간의 갈등도
우리 대학의 경우, 새롭게 교수를 뽑을 때 기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학계에서는 교육부의

전공을 채우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 변화에 맞는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이 대학을 통제하고 자율성을

전공 교수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함으로써 효과를

훼손시킨다는 불만을 제기한 지 오래입니다.

오덕성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수확보율에서 많이

기존처럼 선 평가하고 후 지원하는 게 전형적인 통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80%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현

방식인데, 선 지원하고 후 평가해서 대학에 자율성을

상황의 교수확보율과 9시간 강의, 기본적인 연구실적 등을

주되 그 돈에 대해서 부실이나 부패가 있었다면 제재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해야겠죠. 교육부가 계속 대학을 못 믿고 정부 주도로 끌고

학과의 교수들과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여 준비할 것을

가려고 하는 방식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향후 문재인

요구하는 일은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대학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인 GDP 1.1%

융복합 교육 등에 새로운 교육체제를 도입하고 혁신을

이상 확보하고, 확보된 재정을 일반 지원 사업과 정부

유도하기 위해서는 AI 등 분야의 적극적인 교수 요원

주도의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투

확보와 더불어 혁신에 동참하는 교수들을 이끌어 들일 수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학 본부와
교수와의 소통 중심의 오픈 거버넌스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류방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

생각합니다. 학과 중심으로 짜여 있는 현재의 교육체제를

울대는 서울대대로 충남대는 충남대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

융합 학문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과 이기주의를

서도 나름의 혁신과 융합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대학 전체의 소통, 교수들에 대한 신분 보장

것이 더 증폭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좀 풀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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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없애는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 경우 실력이 바닥 나 있는 졸업생들을 다시

지금처럼 개별 대학간 경쟁을 유발하는 대학구조개혁

받아들여 새로운 직업세계를 준비시켜 내보내야하는

평가나 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 방식을 대개편하는

역할이 현재의 직업훈련 기능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초연결사회에서 요구하는

생각합니다. 지역거점대학 등 공적 책무를 가지는 대학들이

능력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집단경쟁력 시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책무가 있음을

따라서 개별 대학이 서로 경쟁하는 방향이 아닌 대학 간에

강조합니다.

반상진

네트워킹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간 연계
협력하여 작성한 제안서를 보고 지원하고 성과를 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덕성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분하여 나누어져

다양한 배경의 교수 임용을 통한
대학의 혁신
이건우

지금은 평생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무슨 고위

있는 사업들을 총괄하고 교육의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과정이니 해서 수입원으로 쓰거나 인맥용으로만 쓰게

사업의 우선순위와 신규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패키지형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지 새로 계속

사업 추진모델과 예산 지원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일반 국민을 상대로 비싸게 받지 않고

현재의 각종 국가사업들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들을

평생교육을 하는 익스텐션 학교 같은 것을 과감히 해야

종합하여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혁신 유형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누고 그에 따른 추진 방식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의 혁신이 더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당연히 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과 사업 기간 내에

좀 더 다양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수들이 거의

엄밀한 평가와 성과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다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학력 수준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위해서는 성과 목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생각하는 바가 너무 똑같아서 교수들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

경우, 미래산업 분야에 특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클러스터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산업협력 중점 교수

사업을 10년 목표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표적인 참고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학교에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대학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바꾸는 일과

사람들을 좀 과감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교수 정원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더불어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일은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거점대학이 각

오덕성

저희 대학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심할 경우, 현재 공부하고

작년에 IT 분야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6년도

있는 학생들이 5년에서 10년 내로 실력이 바닥나서 더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ITRC)’에 선정되어

이상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핀테크 보안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의 말처럼 50년 이상 직업에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중 선도대학 중 하나인 우리 대학이

종사하면서 6번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일이 있을 수도

핀테크사업을 수용하기 위해 해당 연구소에서 중요한

22

역할을 하는 중견 연구원을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채용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심리학 분야의 교수가
핀테크사업의 3개 세부사업의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융합분야를 개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다
류방란

외국 사례를 보면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학생들도 일부러 다양하게 선발하려고 노력하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수들은 정말 동질적인
집단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담회에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도 한 명 와서 대학에서 나에게 뭘 가르치나,
나의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지, 대학이 정말 믿을 만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해봤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반상진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학생들을

오덕성

책임 소재를 강조하다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

뽑아서 다양한 교수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시점입

만들자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대부분 대학이

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수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그

노력하겠지만, 학생들이 졸업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치지 말고 지도하는 학생들의 옆에서 방향을 잡고 눈높이

시장이 안 받아주는 것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를 맞추어 지도하는 역할의 재정립이 매우 중요한 것 같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고용 시장에서 능력으로 뽑을 수 있게

습니다. 융복합교육, 문제주도형 맞춤형교육은 학생과 교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학 서열구조나 대학학벌주의와 같은

수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갈 때 가능합니다. 이와 아울러,

비시장적 기제를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하는 일도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중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저희 대학의 경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

학생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교육

다가 3학년쯤 좌절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가끔 보
게 됩니다. 이들 학생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세계시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일이 대학의

요즘 보면 대학의 교수 기능, 교육 기능, 연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저희 대학이 미국 뉴욕

기능은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재를 길러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졸업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지의

봤자 시장에서 그들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블롬필드칼리지와 취업 목적의 글로벌 인턴십을 수행하

과연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의

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했던 의류학과 학생 등 몇 명

문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 학생들이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졸업 후 현지에

류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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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를 크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시장의 특성상 전북대 출신 박사가 흔히 잘 나가는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미국에서 박사를 받아 한국의 원만한 대학에
지원했는데 출신 학부 문제로 실패하였지만, 미국 대학에
지원하여 지금은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사례이지만
한편으로는 학벌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오덕성

총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학장, 처장, 본부장
서 취업을 제안 받은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참

등과 같은 주요 간부들과 소통하면서 학교의 발전 방향과

여했던 학생들이 속한 학과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활동 내역을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

지난 1년 반 저희 대학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에서는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을 스스로

대학이 준비해야 될 일을 분석하여 38가지 항목으로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몇 배는 올라간 것을

정리하고 이를 교육, 연구개발,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지역 국립대학의 분위기가 이와 같은 몇 가

그룹핑하였습니다. 기초교양 수준으로 정리했던 1학년

지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보면 충

학생들을 융복합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문 소양과

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과학 소양을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실행방안도 학교 간부들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한 달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한번 전교 교수들이 참여하는 ‘JUMP CNU 포럼’에서

되니까 그 구조를 바꿔줘야 하고, 또 학생들도 여기 안에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내가 정말 클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학교가 되면 좋을 것

적어도 저희 대학 구성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학의

같아요.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방란

반상진

저도 희망의 사례이지만 아픈 우리 교육계의

류방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변화를 계기로 대학의 혁신 문제와 혁신을

전북대학에서 몇년 전에 크게 선전했던 게 뭐냐면

위해서 개선해야 할 법이나 제도 문제, 거버넌스 그리고 각

자연계열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대학에서 직접 시도한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좋은 말씀을

거친 후 하버드대학에 정년보장 교수가 된 졸업생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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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프로필
지난 7월 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대학교육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前) 한국교육공학회 회장
•前)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육 개혁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유은혜 국회의원, 오덕성 충남
대학교 총장,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먼저 떠들긴 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 결

참여했다.

과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개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지 걱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
비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말은 많은데 과연 실천하고 있
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슈화는 잘하는데 실제로 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간사
•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前) 제19대 국회의원

테일에 너무 약한 거 아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前)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

“그래서 고등교육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 비율을 높이려

•前) 조선대학교 임시이사

고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사실 요원한 거죠. 국가
예산으로만 지원하려고 했을 때, 일반 회계에서 안 준다고 하면 아

“문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 인구절

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만 그냥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

벽, 저성장시대, 초열결사회가 가져올 역기능은 양극화 현상이기 때

할을 더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문에,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상임위에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에 공정하
게 지원하되 통제하지 말고, 대학간 연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장
•제6차 ASEM교육장관회의 자문위원장
•前)세계과학도시연합(WTA) 사무총장

가치와 패러다임 구축에 깊은 고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류방란(사회)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前)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교육연구원 비상임 이사

“저는 국가가 이끌어 나가야 할 큰 방향과 더불어 대학이 먼저
스스로 바뀌어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

다. 가치창출대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수들은 정말 동질적인 집단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담회에 교수

중심적 내용이 대학으로부터의 교육과 R&D를 바탕으로 경제·

님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도 한 명 와서 대학에서 나에게 뭘 가르치

사회적인 가치를 이끌어 나가는 실제적인 목표와 역할을 설정할

나, 나의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지, 대학이 정말 믿을 만한 기능과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해봤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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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혁신보다
기초부터 확립하자

산업혁명에 의해 이전과는 상이한 산업이 사회에서 중
심을 차지하고, 이를 담당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
다. 이전의 산업혁명은 고등교육에 비해 초중등교육에서
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비해 4차 산업혁명에 맞서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박인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 시대에는 고등교육이 산업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산업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것
이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요약되는 미래 사회에
우리 고등교육이 변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등교육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교육은 연구와 함께 핵심 기능이다. 이 교육에서
핵심은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경험하도록

Ⅰ. 서론

조직된 교육과정이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이 교육과정을

사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도 끊임없이

제대로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맞춰졌다.

변해왔고, 또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이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뒤쳐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대개 외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4차

Ⅱ.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의 변화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학교육 혁신 방안은

‘4차’에서 의미하듯이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도 이미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대학과는

이러한 상황을 적어도 세 번 이상은 겪었다.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였다. 강의실에서

함께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교수와 학생이 대면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던

학교가 시작되었고, 표준화된 공정별로 부합하는 인력을

교육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 사례로

양성하여 배출하였다. 대학도 사회와는 별개로 운영될 수

미네르바 스쿨이 거론된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교육이

없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대학 교육도 변해왔다. 서양뿐만

실시간 온라인 화상 강의로 이루어진다. 특정 장소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등교육은 오랫동안 인문학

모여서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위주로 이루어졌다. 수차례의 산업혁명을 통해 고등교육도

캠퍼스가 없다. 학생들은 7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숙사에

끊임없이 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문학보다는

매 학기 돌아가면서 거주한다. 토론식 수업, 플립러닝,

실용학문, 융합학문이 부각되고 있는데, 대학이 변화에

현장 중심의 과제, 국제적인 기숙환경 등이 장점으로

부응하고 있는 셈이다.

거론되고 있지만, 이 학교만의 독특성은 물리적 캠퍼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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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면서도 기숙사를

교육과정으로 육성하기 어렵고, 새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운영한다는 점이다.

것이다.

이에 비해 MOOC는 대부분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둘째, 학과 단위의 교육과정을 타파하여 “탄력성을

이루어진다. 실시간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학습자간의

갖춘 학사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

대면이 없는 전형적인 온라인 교육이다. MOOC도 기존

대학에서 학과는 특히 중요하다. 교수와 학생은 학과에

대학교육이 캠퍼스 단위로 제공되던 교육을 누구든지

소속되고, 그 정원도 학과 단위로 주어진다. 입학,

접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에서

교과과정 운영, 졸업까지 모두 학과 단위로 이루어진다.

대학교육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입학하기도 전부터 학과 단위로 예비소집과 안내가

대학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루어지고, 졸업 후에도 동문회가 지속된다. 학과에

변화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교육의 내용이다. 4차

교원, 학생, 교육과정이 결합되어 있어서 사회의 변화에

산업혁명은 새로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요구된다고 한다.

따라 학과의 신설과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역량은 대개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력 그리고 융합이다. 다수가 예측하듯이 인공지능이

폐쇄적인 학과 중심의 학사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발달하여 현재의 직업 중 60%가 사라진다면, 그 자리를

것이다. 2016년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대신하는 산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지금과는 달라질

일부 개정하여 입학한 학과가 아닌 전공으로도 졸업이

것임은 쉽게 짐작이 된다. 이러한 역량은 기존의

가능하도록 전공선택제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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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구분된다.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양 및 전공학점,

것이다. KAIST에서 2018년부터 도입할 무전공 트랙도

총 이수학점이 정해져 있고, 각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학점도 규정되어 있다. 개별 교과목마다 일정한 학점이

이상에서 소개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학에

정해져 있다.

요구되는 변화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저 지나가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바람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도 사회가 크게

주의를 기울인 대학은 거의 없다. 우선 대학은 교과과정과

변하거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이와 같은 예측은

비교과과정, 특히 비교과과정으로 구분하지 못한다. 교과

많았다. 20년 전에 사이버공간이 교육에서 활용되기

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적 경험을 비교과과정으로 여기

시작하면서 캠퍼스 기반의 대학은 30년 내에 사라질

는 듯하다. 교양과 전공의 구분도 모호하여 전공과목을 교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대학은

양에 포함시키거나, 대학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교과목

사라지기보다 온라인 교육을 받아들여 기존 교육을

이 포함되기도 한다. 교양과 전공 이수 학점이 어느 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네르바 스쿨과

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거의 없다. 물론 다수의 대학

MOOC는 직접 대면이 아닌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이 130학점으로 요구하고 있는 졸업요구학점도 적정한지

교육이다. 이 환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

를 판단하지 못한다. 특정 교과목에 왜 그 학점이 부여되

못한다면, 기존의 캠퍼스 중심 대학을 능가하는 일은

는지에 대한 근거도 당연히 없다. 동일 과목에 대한 학점

없을 것이다.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대학 또는 학과에 따라 상이한 경우도 많다. 사실 고등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법에 1학점이 15시간의 수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의

대학에서 학과는 폐지하기가 어렵겠지만, 교육과정은

의미를 아는 교수도 학생도 거의 없다. 적정 수의 교과목

학과에서 벗어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을 개설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 대학도 드

대학 교육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4차 산업혁명 대응

물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이 그 중요한 교육과정을 얼마나

방안을 논하기 이전에 교육과정을 제대로 구성하는

팽개쳐 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방안부터 살피는 것이 더 절실하다.

우리나라 대학이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Ⅲ. 교육과정의 기초 확립

교육목표(역량)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목표는
대학이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목표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주로 역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에 앞서 대학은 교육과정의

기술된다. 모든 대학이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초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 교양과 전공 교과과정, 그리고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구성된다. 교과과정은 학점이

비교과과정을 구성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부여되는 교과목으로 구성되고, 비교과과정은 학점은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미리 기술하는

부여되지 않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대학도 없다.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졸업요건이다. 교과과정은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된다.

것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양과 전공 교육과정을

학생의 선택이 가능한가에 따라 필수와 선택으로

편성하고, 그 달성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교육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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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으로 굳건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전공이 있어야
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공은 학과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점의 기준을 정립한다. 1학점은 수업 15시간,
예습 15시간, 복습 15시간의 학습량을 의미한다. 15주
동안 매주 3시간씩 수업이 진행되는 교과목에 대해
3학점이 부여된다면, 학생에게 요구되는 학습량은 매주
9시간이다. 이를 기초로 계산해 보면, 매주 15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45시간을 학습해야 한다. 학기당
15학점을 이수한다면, 8학기에 12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주당 근로기준시간이 40시간임을 고려한다면, 주당
15학점 이수도 많은 셈이다. 한편으로 특정 교과목에
3학점을 부여하려면 총 135시간을 요구하는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즉 그 교과목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

역량과 그 역량이 육성되기 위해 요구되는 학습 경험,

목표이다.

그러한 학습 경험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학점이

둘째, 전공의 전문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부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과별로 편성 및 운영된다.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학과는 학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학문의 성쇠에 따라 학과도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Ⅳ. 결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에
신설되는 학과 중에서 대응되는 학문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교육과정

경우가 많다. 학문보다는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가

을 혁신하기 이전에 기초부터 제대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신설되거나 개명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학문은 대개

한다. 교양과 전공의 구분, 졸업요구학점, 학기당 이수학

전공으로 표현된다. 학과가 학문에서 멀어지게 되면

점, 교양과 전공 최소 이수 학점, 교과목 당 학점 등에 대

전공과도 불일치하게 된다.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근거

전공의 전문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이

가 되는 교육목표 또는 역량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달성

효과적인 교육을 하려면 우선 교육과정의 기초인 전공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운영한 다음에

전문성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전공의 전문성은 전공에서

학생의 만족도와 더불어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

요구되는 역량으로 표현된다. 즉 특정 전공 이수자가

하여 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개발, 편성, 운영, 평가, 개선하는 체제가 확립된다면, 4차

교과목과 비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아무리 융합이

이후에 또 다른 산업혁명이 와도 우리나라 대학은 건재할

중요한 시대라고 해도 전공 중심의 교육과정은 대학 교육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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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미래의 직업(학과) 전망과 고등교육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이 글은 필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김창환 외(2015)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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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학-산업 간 인력수급에 대한 중장기 정보와 미래 사회

근래 들어 교육 분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고등교육이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대학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기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하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과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앞으로의 직업에 대한 전망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전통적인 직업 및 산업 영역이 쇠퇴하고 새로운 직업/산업

대비한 고등교육의 혁신 방향에 대해 짧게나마 논의하고자

분야가 등장하고 있지만, 대학의 인력 배출 구조는 여전히

한다.

전통적인 학문 및 직업에 기초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창환
외, 2015). 가령, 현재의 인력 양성 구조로는 미래 사회를

Ⅱ. 미래 직업 전망의 방법들

이끌어갈 핵심 산업인 친환경에너지, 환경기술, 수송탐사,
첨단도시, 정보통신, 로봇기술, 신소재나노, 바이오의약,

미래 직업을 전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고부가식품 등에 대한 인재 양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하나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계열 정보를 토대로

나오기도 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여기에 최근의

앞으로의 직업을 전망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어져 개개인에게 보다 압축적이고 폭넓은 역량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요구하기도 한다(박성호, 2016).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경향을 반영하지만 미래사회의

대학은 미래사회를 이끌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이를 갖춘

과학기술과 직업세계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인재의 양성을 요구받는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지식과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식은 미래 환경과

과학기술의 혁신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이를 위한

메가트랜드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부상할 직업에 대해

고등교육의 혁신은 필수적이다.

전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2015년에 교육분야 5대

직업과 직업세계에 대해 조망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혁과제 중 하나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제한된 신규 직업만을 전망한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종합 방안(「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방식은 산업계 재직자를 중심으로 관련 직업 및 산업의

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1999년부터

(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 지역별

수행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전망』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권역별 ‘산학협력중개센터’ 설립,

있다. 이러한 전망 방식은 현재 직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학교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연계 확대, 평생교육 단과

제공하여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대학 육성 사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김창환 외, 2015,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주요 직업의 재직자를

박성호, 2016).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앞으로의 산업

중심으로 전망한다는 측면에서 미래 직업 변화에

및 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학과 개편을 비롯한 교육내용의

대한 정보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재 산업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직자를 통해 전망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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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상태가 미래 전망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단점이

구분은 교육기본통계 학과분류체계의 35개 중분류를

있다. 네 번째 방식은 세 번째 방식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표 1>은 35개 중분류를 기준으로 현재진단 및

인력 공급 측면에서 전망하는 방식이 있다. 가령, 일정

미래전망을 평균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의 4분위 집단으로

경력 이상의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당 학과와 관련

구분한 것이다.

직업 및 산업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직업에 대한 미래전망이 직업 및 산업에 대한

4분위 집단을 토대로 대학 교수들의 진단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망보다는 해당 학과에 대한 전망이라는 제한점은

첫째,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 진단과 낮은 미래 전망을

있지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보이는 분야(중분류)이다. 여기에는 여러 분야들이

종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포함된다. 우선, 인문사회계열의 언어·문학, 인문과학,

타당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법률, 사회과학 분야가 여기에 속한다. 이 분야들은

있다.

언어·외국어·인문학적 소양·사회적 탐구 등의 측면에서
그 수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특정
산업과 매칭시키기 어려운 분야들이다. 또한 취업의 기회가

Ⅲ. 10년 뒤의 직업 및 학과 전망

상대적으로 낮고, 임금수준도 낮은 편이다. 예술계열의
응용예술, 미술·조형, 음악 등도 현재 진단과 미래 전망이

이 글에서는 위의 방법들 중 네 번째 방법을 활용하여

낮은 집단에 속한다. 이 분야들은 새로운 직업 창출

10년 뒤의 직업에 대한 전망을 학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가능성과 타 학문과의 융합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분석의 자료는 2015년 8월에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교육계열의

전국 대학의 전체 학과(14,757개)를 대상으로 학과의

교육일반, 특수교육, 중등교육도 현재 진단과 미래

현재 실태와 10년 후의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망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데, 여전히 수요는 존재하지만

1,808명의 학과장들이 응답한 것이다. 이때 직업/학과

공급과잉과 인구 수 감소로 현재와 미래 전망이 상대적으로

<표 1> 현재진단-미래전망 4분위 집단
유형

미래

중분류

비율

위치

높음

높음

9

25.71

1사분면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화공, 생활과학, 치료·보건,
디자인, 무용·체육

높음

낮음

7

20.00

4사분면

경영·경제, 유아교육, 초등교육, 정밀·에너지, 의료, 간호, 약학

낮음

높음

8

22.86

2사분면

토목·도시, 소재·재료, 산업. 기타,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수학·물리·천문·지리,
연극·영화

낮음

낮음

11

31.43

3사분면

언어·문학, 인문과학, 법률, 사회과학, 교육일반, 특수교육, 중등교육, 건축, 응용예술,
미술·조형, 음악

35

100.0

전체
출처 : 김창환 외(2015: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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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분류

낮게 전망된다. 공학계열의 건축, 토목·도시 분야 등도

제조업 분야 위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교육계열과 유사하다. 다만, 건축 및 토목·도시 분야의 경우

분야는 미래 유망 산업 중 하나이지만 환경문제와 안정성

첨단 건축, 국경 개발 및 해외진출, 도시재생 등 신규 수요

문제, 자원개발(해양개발) 등이 사회적·정치적 문제와

창출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다.

결합되어 있어 산업수요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둘째, 상대적으로 현재 진단이 긍정적이지만, 미래 전망은

신규 수요 창출이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혹은 낮은 분야이다. 교육계열의 유아교육, 초등교육,

넷째, 다소 낮거나 보통 수준으로 현재가 진단되지만

의약계열의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분야 등이 여기에

상대적으로 미래 전망이 긍정적인 분야이다. 가령,

속한다. 이러한 진단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 수의 감소,

예술·체육계열의 연극·영화, 무용·체육, 자연계열의

즉 수요의 감소이다. 다만, 약학 분야와 치료·보건 분야는

농림·수산, 생활과학, 생물·화학·환경 등이다. 이들 분야들은

현재 공급 부족으로 지속적인 수요-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문화, 건강, 웰빙(소비, 식품, 주거 등) 등과 관련된 분야로

전망하기도 한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현재보다는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셋째, 보통의 현재 진단과 미래 전망을 보이는 분야이다.

다만, 임금수준은 현재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될 것으로

경영·경제, 디자인, 수학·물리·천문·지리, 산업공학,

전망되지는 않았다. 이는 미래 전망이 현재 대비 상대적인

에너지, 소재·재료 분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분야는

전망으로 여전히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할 가능성이 있음을

현재와 미래의 수요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미한다. 또한 이들 분야 역시 인구 감소가 제약 요인으로

세부적으로는 소재·재료 분야의 경우 인구 수 감소에 따른

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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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1
2

다섯째, 현재에 대한 진단도 높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높은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기계·금속, 전기·전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고 할 때 이는 양적인 수요-

컴퓨터·통신, 화공, 교통·운송 중 항공·해양 등의 공학계열

공급의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산업 전 영역에 관련되어 있거나,

인재의 질적 역량과 관련한 문제이다. 즉, 과학기술과

ICT, 환경, 바이오, 수송탐사 등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되어

지식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관련 유망 분야의

있는 분야이다.

혁신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곧,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등교육의 역할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Ⅳ. 고등교육의 방향 :
과학기술과 지식 혁신을 위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래
산업과 사회를 이끌어갈 역량은 전문지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지식과 아울러 일반적인

이상의 미래 직업 전망에 있어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인지능력과 사회적·감정적 역량을 포함한다. OECD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유망 산업의 확대와 인구구조

현대 경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변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전통적인 생산·소비 영역의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OECD, 2016).

위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변화와

첫째는 구체적인 전공 중심의 기술적, 전문적 지식과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사 구조 개편 및 제도 개선은

역량이다. 이 역량은 많은 직업에서 핵심적인 필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조건이다.

그러나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따라 수요-공급을

둘째는 노동시장에서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치시킨다고 해서 과학기술과 지식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문해능력과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같은 일반적인 인지 역량이다. 이러한 역량은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종합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어려운 도전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셋째는 사회적·감정적 역량이다. 여기에는 협동정신과
팀워크, 리더십 등과 같은 사회적 역량과 진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어려움을 견디며, 스스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감정적 역량을 포함한다. 이 역량은 직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역량들은 미래사회와 산업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은 앞서 소개한 학과에 대한
전망조사에서 해당 분야에서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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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직업에 대한 키워드 분석 중 공학계열의 결과를

있어 ‘전문’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과학기술과

텍스트 네트워크 지도로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지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는 일반 인지

것처럼 주요 키워드 중 ‘관리’와 ‘전문’이 네트워크 구조의

역량과 사회적·감정적 역량이 전문적 지식 역량 못지않게

중심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학계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이외에도 자연계열, 의약계열, 사회계열에서도 공통적으로

혁신에 있어 대학은 미래 사회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각 직업에서 ‘관리’ 업무는 직업의

학사구조의 개편에도 힘써야하지만, 그 가운데 배출할

내적 위계상 상위 위계에 속한다. 그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과정의

사람들에게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뿐 아니라

개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계 요구를

종합적인 분석 능력과 기획 능력, 리더십, 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경우 자칫 전문기술 및 지식

관리 능력, 추진력, 인내력, 자기규율 능력 등이 요구된다.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될 수 있는데, 과학기술과

그런데 미래 직업에 대한 키워드 분석에서 관련 분야의

지식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전문적 기술과 지식에 관련된 키워드가 아닌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인지 역량과 사회적·감정적 역량 계발에도

종합적 역량으로써 ‘관리’가 출현빈도수와 중심연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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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진로교육과 창업교육
최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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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요즘

그럼, 왜 창의성과 탁월함인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논의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모두

우선, 창의성은 단순 반복적인 일과 상대되는 개념이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미래를

고 할 수 있다. 즉 단순 반복적인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그리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을 로봇이 수행할

능력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향후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것이고 사람들의 일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므로, 앞으로는

만들어내고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자리를 가지고 부를 독점할 것이며,

단순 반복적인 일의 대표적인 일은 육체적인 단순노동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일 것이라는 디스토피아를

단순 육체노동은 이미 제1차 산업혁명과 제2차 산업혁명을

그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기 귀찮고

통해, 즉 증기기관을 비롯한 많은 기계의 도입과 전기에너

어렵고 위험한 일은 모두 로봇으로 대체하고 사람은

지의 일상화를 통해 지난 20세기 동안에 대부분 기계로 대

재미있고, 신나는, 창의적인 일만 할 것이라는 로봇

체되었다. 내가 어릴 때 대부분의 공사장에서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그리기도 한다. 아마도 실제 세계는 이 두

등에 벽돌을 지고 높은 곳으로 날랐다. 하지만, 지금은 주

극단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변 공사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연관되어

다음으로 정신노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반복적인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의 변화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4차

일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회계 분야에서 기장하는데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교육적 함의와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기법은 매우 단순한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생 진로교육, 취업지원

최근에 이런 회계관련 업무는 대부분 프로그램화되고

및 창업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우선, 4차

자동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반복 계산이나

산업혁명이 교육에 제기하는 함의를 간단히 논의하고,

단순 자료 입력과 같은 일은 오래 전에 자동화되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대학생들을 위해 진로교육과

최근에는 많은 자료검색 및 정리, 확인, 분석과 같은

창업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부의 취업지원사업과

일도 자동화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에 힘입어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 지원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이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있는지를 소개하는 순서로 논의한다.

만물인터넷과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의 발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결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창의성과 탁월함

이루어지는 업무도 자동화, 로봇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4차 산업혁명은 소재혁명, 바이오혁명, 통신 및 물류혁

수준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이미 확실해지고 정형화된

명, 인터넷혁명, 에너지 혁명 등 최근의 과학기술혁명과 이

일은 빠르게 자동화, 로봇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롭

따라서, 산업화시대, 즉 제1차, 제2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게 펼쳐지고 있는 사회 변화를 지칭한다. 그럼, 최근의 새

중심적인 교육의 목표였던 산업역군의 양성, 즉 표준화되고

로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적용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가

정규화된 육체적, 정신적 노동능력을 지닌 인재의 양성은

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요청하는 교육의 변화는

제3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창의적인

무엇일까?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육성해

인재양성으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이제는 단순하고

야 하는 인재는 창의성과 탁월함을 지닌 인재라고 말한다.

반복적인, 표준화된 노동능력이 아니라 독특하고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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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과제가 교육에 부여되고

거나 자동화 할 수 있는 기술이 수없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인간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수행할

다음으로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인재의 양성이 중요해진

수 있는 분야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탁월함을 구

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두 가지를 검토해야한다. 첫

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제3

요구되는 과제는 당연하게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차,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표

구현할 수 있는 인재인 것이다.

준적인 기술과 제품을 따라가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인간은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는 선도자가 되어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혁신적인

매우 똑똑한 비서(intelligent assistant)인

기술과 제품으로 경쟁해야하는 수준에 이미 들어섰다. 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을 항상 옆에 두고

라서, 이제는 평균적인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큰 수

일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도 탁월

창의적 이고 혁신적이며, 탁월함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양성 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교육에

는 표준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곧바로 로봇으로 대체되

있어서, 특히 대학교육에 있어서 창의성과 탁월함을

38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수행되어야할까? 필자는

취업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학생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 싶다.

취업지원정책은 진로교육의 토대 위에서 운용되어야 효과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며,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적일 수 있다.

창업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핵심과제 1: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진로교육의 필요성

진로교육 강화

먼저, 진로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 대학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대학 취업지원사업도 큰 틀의

표준화되고 정규화된 생산과정에 필요한 인재를 요구했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이런 요구를 충족하는 인재는 소질 혹은 노력, 둘 중의

에 진로교육과 진로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각종 선정

하나만 있으면 되었다. 소질이 있는 사람은 큰 노력을

평가 및 성과관리지표에 반영하였다. 2017년에는 ACE+,

들이지 않고도 평균 이상을 수행할 줄 안다. 또한, 소질이

PRIME, LINC+, 특성화사업 등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평균적인 업무수행능력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각 사업

습득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선정평가 지표나, 사업운영지침 및 성과관리 계획에 반영하

창의적이고 동시에 탁월함을 요하는 시대이므로, 이제는

였다. 두 번째로는 2016년도 PRIME사업 대학 21개 대학을

타고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중심으로 대학의 종합적인 진로교육체계와 지원시스템을 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가 핵심인 시대가 된

검하고 개선점과 추진방안에 대한 통합적 컨설팅을 수행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은 물론 다른 대학과도 공유하여 참

찾아가도록 돕고 그 분야에서 열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대상 대학을 확대하여 대

지원하는 일을 진로교육이라고 한다.

학의 진로교육 체계와 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컨설팅을

하지만, 기존 대학의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취업률
제고 정책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많은 대학들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개별 대학의 진로교육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산업사회 시대의 취업교육,

동시에, 진로교육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직업교육패러다임에 묶여 있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을

전문대학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기존의 직업에 맞추는 방식, 있는 직업을 준비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전문대학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방식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이 진행되었다.

출신이 많고,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짝짓기 방식’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대학 학생들의 진로교육은 필수적으로 정서적 지원과

대학생 취업지원정책은 근본적으로 진로교육에 기초해야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한다. 그래야만, 짝짓기식의 산업사회형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탈피하여, 스스로 자신의 일을 찾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스스로의 소질을 찾고 열정을 높여 자신이 심취하는

있는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취업지원은 또

분야에서 창의성과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다른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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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한편, 대학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원과

는 60년대-70년대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단

직원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교육 역량

계(Technology application)에서 80년대와 90년대의 기술

을 강화하는 사업도 중요하다. 교육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

개발단계(Technology Development)를 거쳐 2000년대 이

하여 대학의 교직원을 위한 진로교육 연수를 제공할 계획

후 기술혁신형 국가(Technology Innovation)로 발돋움해

이다. 또한, 기존의 대학생 취업률 통계조사가 단순 취업

왔다. 처음 기술적용형 국가에서 벗어나 기술을 자체적으

여부만 확인하여 대학별 취업률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로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문제를 창의

되고 있는데, 향후 대학생 취업률 통계조사에 활용되는 공

적으로 해결하는 능력(problem solving competency)이 가

공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

장 중요한 능력으로 등장한다. 기술혁신형 국가로 진입하

학생의 진로교육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문제창출능력이다. 최

개선할 계획이다.

근 ‘질문이 있는 교실’을 제창하는 교육청들이 많아지고 있
는데,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과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창업교육의 필요성

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창업교육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지금

그러면, 창업가 정신 및 역량은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

우리 대학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

것인가? 아무리 좋은 문제를 찾아내고 그를 해결하는

자. 창업교육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핵심적인 과제

역량을 갖추어도 이를 구체적인 우리 생활의 제품과

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서비스로 전환해내는 창업가 정신과 역량,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이며, 셋째는 개인적 삶의 과정 측면이다.

창업활동이 없다면, 과학기술이 연구실과 대학교에 머물러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있을 뿐이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되고 구현된 제품을 구입하여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추종자형 경제에서

가공, 조립해서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형태를 중심으로

선도자형 경제로 명실상부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개발을 시작하였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 경

연구실과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품과

제의 주된 경쟁력은 선진국의 표준화된 제품을 우리의 기

서비스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역량을 발휘하고,

술로 구현하여 좀 더 싼 가격에 조금 나은 품질을 보장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창업가 정신은

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90년대 들

연구실과 대학의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전환(creating

어서면서, 기존의 추종자형 경제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

social value)시키는 결정적 고리인 것이다. 따라서, 창업가

하지 않았고, 우리는 빠르게 선도자형 경제로 전환해야했

정신은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매우

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국가의 연구개발비는 급속히 증

절박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하였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수준, 인문사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창업가 정신과 창업역량이

회 분야 연구력은 세계적인 수준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단

이제 선도자형 경제로의 도약이 이루어 진 것일까? 꼭 그

순하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에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조직, 단체, 기관,

실험실 상황에서 구현된 것들이 바로 우리 생활 속의 제품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을 모든 부문에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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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문

펴보면, 평균 28세를 전후해서 첫 직장을 가지게 되고 대략

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여

25년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해서 크게 아프지 않고 78

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독거노인들의 문

세 전후까지 지내는 패턴을 그린다. 따라서, 우리는 25년

제를 모두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독거노인들의 주거문

정도 배우고, 25년 정도 일하고, 25년 정도 쉬는 인생을 표

제, 건강문제, 식사문제, 일자리문제 등등을 함께 고민하

준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는 전통적인 산업사회에

고 활동하는 민간단체나 개인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

서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시절에는 큰 무리없이 기대할

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될 때,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제대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다. 하지만, 최근에 사회경제적인

로 된 독거노인문제 개선이 가능하다. 국내적인 문제만이

변화가 빠르고,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

아니라, 전쟁, 기아,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에

들기 시작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에

라이프사이클이다. 사회적으로는 노년인구의 경제활동 참

관해서는 각국 정부 간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지

가율을 높이는 게 중요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이고, 개인적

만, 동시에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적인 단체, 그리고 환경운

으로는 제2의 경제활동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

동연합 같은 국내 단체 등등이 함께 노력하고 연대할 때 문

가 발생한다.

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다.

최근 많은 50대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활용하여 치킨,

이와 같이 우리사회가 복잡해지고, 시민의 삶이 다양해

피자,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면서 각양각색의 집단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적 통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자영업자

합과 사회적 환경 개선,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운 방식의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시도를 창업가 정신, 사회적 창업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
다. 이제, 창업이라는 말을 돈을 벌기위한 사업을 한다는
좁은 개념에 가둬두지 말고, 시민의 삶에서 제기되는 다양
한 문제를 적극적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활동을 창업이라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창업의 개념에 기반한다면, 모든 사람은 창업가 정신을 지
녀야하고, 창업가적 태도를 항상 갖추어야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18년도부터 초중고교 사회교과를 통해서 모든 학
생이 창업가 정신을 배우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 번째는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로 인해 전통적인 경제활동인구(16세-64세)만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성인들은 제2의 직업, 제2의 사업을 찾고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삶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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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두배에 이르고 있고, 하루 평균 3,000개의 자영업

여전히 대학 내 창업문화는 일반적 주류문화로 자리잡고

점포가 개점을 하고 평균 2,000개의 자영업점포가 폐업을

있지 못하고, 창업을 실제로 수행하려는 학생들에게 공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영업자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은

과 설비, 자금 및 관련 자문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서비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학교교육 등을

스를 제공하는데도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창업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때문에 교육부는 향후 대학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문

조기퇴직이라는 사회변화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이 자영업

화가 대학의 중심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급속하게 팽창되어 온

앞으로 조기퇴직과 직업변동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대학의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

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축소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40대

이나 다양한 창업 관련 행사를 실질적이고 실전적인 창업

이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창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학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방법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창업교육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대학의 교원, 학생 등이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창업 관련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핵심과제 2:

컨텐츠나 교육 자료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 지원

이다. 또한 기존의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관련 행사를 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
가정신을 고양하고 실제적인 창업활동경험을 가질 수 있도

실전적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재설계하고,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 5년간 산학협력선도대학

또한, 대학창업이 학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석사·박사

(LINC) 사업을 통해 창업교육 확대와 대학창업 활성화를

과정생과 대학원 연구실로 확산되어, 대학의 학생, 연구원,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5년간 창업휴학제도를

교원 등이 함께 창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창업이 대학의

도입한 학교는 1개에서 245개로 늘었고, 창업대체학점

중심적 활동의 하나로 될 수 있도록, 대학원 창업지원

인정제를 도입한 학교는 4개에서 119개로 확대되었다.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원

전국 대학의 창업동아리 수는 1,222개에서 6,561개로,

창업지원 프로그램(가칭 U Start-up School) 예산을

창업강좌 개설대학과 수강인원은 각각 113개에서 307개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학원을

대학으로, 48,139명에서 303,51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심으로 기술중심 창업(high tech high growth start-

과정에서 몇몇 대학에서는 학생창업기업이 빠르게 증가하

up)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여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적도 거두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하므로, 관련

하지만, 여전히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활동은 미미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수준이고,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

창업휴학제, 창업학점제 등과 같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장 부족한 점을 몇 가지 꼽자면, 우선, 대학의 창업교육

개선을 더욱 확대하며 창업대체논문제 등의 도입을

과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이 주로 학부를 중심으로 이루

유도하고, 동시에 교원들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어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창업 핵심인재 양성

교원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 등을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로

(motivated talents)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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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학(원)생 창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금
지원과 창업보육관련 서비스 제공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취업 - 창업지원정책 추진

위해서 대학 내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의

대학의 역할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해 왔다. 또한

필요성이 오래 동안 제시되어 왔는데, 최근 교육부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단편적이기 보다는 통합적이며,

대학창업펀드 설립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대학 창업을

단층적이기 보다는 퇴적암과 같은 중층적인 구조이다. 최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척을 이루어냈다. 2017년

대학은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에 추가하여, 산업창출적 역할,

교육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에 120억을

기업가적 대학, 창업가적 대학으로서 역할하도록 대학 내외의

출자하고, 서울대기술지주회사, 고려대기술지주회사,

압력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과

연세대기술지주회사, 전남대기술지주회사, 부산지역대학

산업창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진로교육과

연합기술지주회사 등 5개 대학기술지주회사가 51억원을

창업교육을 적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4차

출자하여 총액 171억원의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였다. 대학

산업혁명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순 취업지원을 넘어

창업펀드를 중심으로 대학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진로교육에 기반한 대학교육과 취업지도를 수행하고, 단순한

다양한 창업보육서비스가 활발히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인력양성을 넘어 산업 자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교육을

향후 지속적인 대학창업펀드 확대를 통해 많은 대학들이

원활히 수행하도록, 재정지원, 진로교육 및 창업교육 플랫폼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체

지원, 학사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입체적

대학창업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활동 지원체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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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OOC와 고등교육의 변화
현영섭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MOOC라는 표현은 대중에게 확산된 표현이다.
MOOC는 그만큼 다수의 학습자에게 노출된 학습양식인

되어 실제 학위나 학위과정 입학조건으로도 활용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14, 09, 04).

것이다. MOOC가 식상하게까지 느껴지는 최근, 나노
학위(Nanodegree), 패스트러닝(Fast Learning),

이는 MOOC가 시작된 지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벌어진

xMOOC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였다. 처음 이 학습

일이다. 한국은 K-MOOC 도입, 나노학위 국정과제

양식을 접하면서 학위과정인가? 아니면 기존의 MOOC와

추진 등 이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려는 국가 중에

동일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나이다. 그러나 새로운 MOOC의 유형에 대한 대응은

Udacity, Coursera, edX, Futurelearning 등 새로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학습양식의 과정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점차 증가하고 또

못하고 있다. 이에 ‘xMOOC와 고등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주립대학들을 포함하여 대규모

4차 산업혁명과 xMOOC의 등장, cMOOC와 xMOOC의

대학들이 이 회사들의 강좌를 구매하거나 이 회사들에게

특징, 고등교육의 변화와 MOOC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학위과정을 위탁·운영하는 등 이들은 고등교육과 연계

관련 현황과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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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xMOOC의 등장

견인하는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은

슈밥(Schwab) 교수가 작명한 4차 산업혁명은 그

인간의 지성(intelligence)을 극도로 발전시키는 것과

이름만으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Google이

함께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 등을 인간지성의 보조도구로

빅데이터 분석사이트인 ‘Google Trend’에서 4차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대신 진료를 하고 퇴사할

산업혁명으로 검색을 하여도 검색지수(indicator) 100❶에

직원을 가려내는 IBM의 Watson, 투자수익률이 인간을

도달하는 빅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현영섭, 2017).

능가한지 오래된 Kensho의 Warren, 화장지가 떨어질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의미 없거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날짜까지 미리 계산하는 가정용 도우미 Amazon의 Echo,

의미하기보다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기술 변화의

기사를 써서 퓰리처상에 도전하는 Narrative Science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nBot, 난민의 입국절차와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새로운 기술력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Donotpay 등 인공지능과 디바이스는 이미 인간의 지성을
보조하거나 대체하고 있다(나준호, 2016; 현영섭, 2017).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19~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1세기

특징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

영향

수공업 시대에서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화 시대로 변화

전기와 생산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 체계 구축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의 생성·가공·공유를
가능케 하는
정보기술시대의 개막

사람, 사물, 공간을
연결하고 자동화·지능화되어
디지털·물리적·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

[그림 1]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출처: 미래에셋대우(2016), 2.

1) Google Trend 검색지수 100은 지역별 빅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하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분석결과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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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지성의 확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 과정별로 하위 학습단위가 구성되어 있고 4개에서 6개의 project

꼽히는 것은 연결성(connection)이다. 인간과 인간을

수행: 학습자가 수행하는 project는 과정 운영 중 실시하는

연결하는 Social Media, 인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시험보다 더 중요한 평가 기준임. 수행한 project는 전 세계의

사물인터넷,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정보체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2시간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 받으며 이를

이런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는 4차

토대로 수정 및 발전 가능함. project의 결과는 AT&T사에서의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들이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한

평가와도 연결됨.

명의 천재가 훌륭한 답을 찾아내듯이, 20명의 전문가가

• 과정 진행과 별도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Nanodegree Plus 전략

느리지만 연결자원을 활용하여 집단지성(collective

적용: 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미취업시 수강료 100% 환불, 과정

intelligence)으로 답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 예로

중 강력한 경력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세계 각국의 기술력을 집결시키고 연결하여 인류의 에너지
문제에 도전하는 에너지생산시스템, 프랑스에 건설 중인

• 기업의 요구에 따라 필요핵심기술 중심으로 수백 개의 과정
운영을 통하여 기업 연계성 강화

인공태양을 꼽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에서 MOOC는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특징을 통하여, 나노학위는 주로 이공계열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교육의 대응 또는 변화이다.

기술 중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의 요구에 철저

산업계와 노동계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하여

하게 맞춰진 단기교육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나노학위는

우선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이는 일자리

유료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제공업체와 학습자의

에서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력의 적용이 활발해짐에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런 유형의

따라 특정 직업이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자리

MOOC를 xMOOC라고 한다(Yuan, Powell, & Olivier,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4). 기존의 MOOC가 완전개방형이고 무료이며 학점과

실제로 Udacity의 나노학위는 미국의 전기통신회사인

연계가 없는 반면 xMOOC는 유료이고 기업 및 학점과

AT&T와 계약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육과정이었다.

연계되며 제한된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이런 xMOOC의

전통적인 전기통신회사인 AT&T사는 4차 산업혁명 및

탄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기술 변화에 발맞춰 사업 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전환을

대응하여 재직자를 재훈련시키고 새로운 입사자에게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재직자의 기술전환교육

새로운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및 새로운 입사자의 사전학습의 요구가 발생하였다.
AT&T사는 이를 Udacity에 요청하여 AT&T사가 필요로

cMOOC와 xMOOC의 특징

하는 신기술에 초점을 두고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MOOC의 출발은 원격교육의 출발에서 찾을 수 있다.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였다. 나노학위 운영의

하지만 이는 인류의 조상을 박테리아에서부터 찾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것과 유사할 정도로 학습양식의 모습이나 의미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나마 MOOC와 유사성이 높은 형태는

• 과정 이전에 사전 시험을 통하여 기초학습 수준 파악 및 입과 승인

1990년대의 OER(Open Educational Resource)이다.

절차 운영: 인공지능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선지식을 갖추

OER이란 ‘Open Education’의 일환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과가 불가능함.

각종 강좌를 개방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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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0년대 초반, OER은

cMOOC의 탄생과 운영이 공공성을 강조했다면 나노

MIT의 개방형과정과 같이 강좌를 개방하는 수준에만

학위로 대표되는 xMOOC는 개인적 성취와 취업의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 즉, 당시 OER은 강좌 개방을 통하여

초점을 둔다. xMOOC는 유료로 제한된 학습자만 접촉할

다수의 학습자가 수강할 수 있는 또는 지식을 습득할 수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 등의 요구에 최적으로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xMOOC의

그리고 2008년부터 cMOOC(Connectivist MOOC)가

발전으로 MOOC는 cMOOC와 xMOOC의 양대 산맥으로

등장하였다. cMOOC는 단순히 강좌를 개방하는 것을

나뉘어 발전하고 있다(Yuan, Powell, & Olivier, 2014).

넘어서 공동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고

이에 xMOOC에 대하여, MOOC의 개방성과 대중성을 다시

이를 토대로 학습자를 연결하여 무형식학습을 강화한다.

개인 학습(personal learning)으로 전환하는 점을 비판적인

cMOOC의 특징은 목적에 있다. 인류의 문제는 다수의

관점도 제기되었다(Downes, 2015). xMOOC가 최근에

학습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하는

등장하여 선풍적 인기를 끌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개인적

것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에 강좌를 개방하고 무료로

학습목표에 부합되는 결과인 취업이나 학점인정 등과

운영하면서 누구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연결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cMOOC는 인류 공동의 대응이나

개방한다. 그리고 학습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천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점을 두면서 xMOOC와는

토론을 활성화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다른 유형을 보여준다. 어느 것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동력까지 확보한다.

아직까지는 가치관과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00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열린 교육

열린 자원
소프트웨어

열린대학
열린학습

OER

미래학습

열린 무크
(c무크)

유다시티
코세라

열린
콘텐츠

스탠포드 무크
(x무크)

MIT 열린 과정

MIT
edX

영향
직접연계
출처: 위키백과(2017b).

[그림 2] MOOC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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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변화와 MOOC의 연계
고등교육은 MOOC와 어떤 관계를 갖고 또 가져야

xMOOC가 고등교육을 대체하거나 위협하는 존재인가?

하는가? 고등교육이 학문 연구와 학습자의 취업 지원 등

초기에는 이런 이미지와 평가가 다수였다. 그러나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

고등교육의 변화 방향에서 생각하고 또 최근 나타나는

대학이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는지에 대하여 비판을

고등교육과 xMOOC의 연계를 살펴볼 때, 또 다른 판단을

받으며 보수성, 학위장사, 산업계의 요구 대응 부족 등의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화두가 거론되었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xMOOC는

NMC(2016)는 단기(1년), 중기(2-3년), 장기(4-5년)의

고등교육의 적대적인 학습양식으로 평가되었다. 고등교육

기술발전에 기초하여, 고등교육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관에 다니지 않고 xMOOC만을 통하여 세계 유수의

여기서 단기 변화는 학습 측정과 혼합학습 설계, 중기

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니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변화는 학습 공간 재설계와 심층학습법, 장기 변화는 혁신

실제로 중등교육 수준의 학위를 가진 젊은층의 xMOOC

문화 촉진과 대학 기능에 대한 재검토 등이었다. 이를 몇

수강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가져왔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MC Horizon Report – 2016 고등교육 에디션에서 선정한 주제들

트렌드
단기 트렌드
트렌드, 도전들,
기술 발전들

•학습 측정에 대한 관심 증가
•혼합 학습 설계 활용 증가

도전들

중기 트렌드

해결 가능

•학습 공간 재설계
•심층 학습법으로의 전환

•형식과 무형식이 혼합된 학습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

장기 트렌드
•혁신 문화 촉진
•대학 기능에 대한 재검토

어려움
•교육의 경쟁 모델
•맞춤형 학습

2016

2017

2018

2019

단기

중기

장기

힘겨움

1년 이내

2~3년

4~5년

•연결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일상 간 균형

•Bring Your Own Device
•학습 분석과 적응형 학습

•증강 및 가상현실
•메이커스페이스

•감성 컴퓨팅
•로보틱스

•교육의 연관성 유지

기술 발전들
출처: NMC(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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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6 Higher Education Edition

• 장기 트렌드로써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등교육기관에 교육 기술

가시화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또한 혼합학습

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되어 혁신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계는 온라인 학습과 대면 학습의 통합, 가상실험실의 운영,

지적을 하였음. Start-up 형태의 기술혁신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

Flipped learning, MOOC 활용이 해당됨.

의 교육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함. 이와 함께 기업과 대학이 연계되
고 이 구조에서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파괴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결국 고등교육의 변화 방향은 MOOC와의 연동을 포함

활용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함. 미국의 MII나 Smart America 등

한다. cMOOC를 통하여 대규모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의 사례가 존재함.

근거와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또

• 장기 트렌드로써 문제해결과 집단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형태의 과

xMOOC를 통하여 재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정 운영, 실무지식 중심의 문제 등으로 과정, 프로그램, 정책 등이

산업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을 현실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함. 교육 방법과 학점 인정에서의 새로운 대

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등교육에서의 개방성을 강화하고

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학제 간 활동, 대학 구성원 전체의 문제

고등교육이 새로운 학습체제와 연결될 수 있는 역량을

해결 참여,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강조함. 특히 Social Mind, 불평등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정의, 에너지와 사회, Governance 등은 학제 간 활동을
위한 새로운 교과목 주제로 추천되고 있음.
• 중기 트렌드로써 학습공간 재설계는 새로운 형태의 교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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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1
세계의 교육

미네르바 스쿨의 성공 가능성을 탐색하다
김진숙

5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미래교육연구부장

강의실이 없는 학교, 순환형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

철저한 역량 중심 교육을 지향

하버드대학 경쟁률보다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인 학교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 사진 인화 업체 ‘스냅피시’를

등의 언급은 미네르바 스쿨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에서

10여 년간 경영한 벤처 사업가인 벤 넬슨(Ben Nelson)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다. 분명 기존의 전통적 대학

투자를 받아 2012년에 설립한 대학교이다. 예술인문학,

교육의 형태나 운영 형식을 뛰어넘는 혁신적 학교임에는

컴퓨터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영학 등 4년 간의 5개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기존 교육 체제의 견고함이 존재하고,

학부 전공과 응용예술과학, 응용분석학 등 2개의 석사 학위

전통적 대학 교육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의 인가된 전공 체계를 갖고 있다. 미네르바 스쿨의

상황에서 미네르바 스쿨의 등장은 참신하다, 혁신적이다,

교육철학은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혁신 방안 중의 한 가지이다 등 다양한 평가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존재하고, 아직 성공적 혁신 모델로의 판단을 유보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다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 교육의 성공 기준을 어디에

사람과 잘 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단순히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지 확실한 것은 미네르바 스쿨은 사회 수요에 걸맞는

기술과 지식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미네르바 스쿨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 교육 가치로 설립되었다는

추구하는 21세기의 역량 교육인 것이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점이다. 미래 교육을 예측하는 많은 보고서에서는 더

운영은 실제 아시아 지역 운영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상 졸업장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대학을 다니는

확인되었는데, 미네르바 스쿨을 설립한 배경이 무엇이냐에

교육 수요는 감소되고, 무엇보다 사회 수요와 대학 교육

대한 첫 번째 질문에 지역 대표는 현재 대학 교육 체제에서

간의 불일치 문제가 간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고 있다. 미네르바 스쿨의 운영 방식이 우리나라 대학

회의적 질문과 분석에 기반하여 3가지 핵심 원칙을 가지고

교육의 전면적인 혁신 모델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설립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졸업 후 진로

없으나 방향을 탐색하는 사례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성취를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경험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내용 제시는 기본적으로 해당

제공, 이를 위한 두 번째 원칙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현,

❶

❷

대학의 사이트 와 관련 보고서 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 및 교직원은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침 한국을 방문한 미네르바 스쿨 아시아지역 운영진과의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학생들의 체험 중심, 실증 경험

인터뷰(2017.6.15)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미네르바
스쿨이 가지고 있는 역량 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1]은 피라미드 구조로 제시하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의
역량 체계이다. 이것은 크게 핵심 목표(key goals), 핵심
능력(core capacities), 마음의 습관과 근본 개념(habits of
mind & foundational concepts)으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

1) http://www.minerva.kgi.edu

목표는 학생들이 지도자, 혁신가, 넓은 사고가, 글로벌

2) 김진숙 외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서울:광문각

시민이 되는 것이다. 핵심능력에서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

김진숙 외 (2016).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교육 Big Picture 연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창의적 사고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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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능력을 강조한다. 마음의 습관은 어떤 예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측면이나 새로운 전략을 창안하기 위한

반대되는 사례 유추, 논리적 사고, 청자의 관심과 목표에

종합적 사고(heuristics), 시각적 설계 원리 등을 체화하는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근본 개념은

것이다.

학생들이 되도록 도움

비판적인 사고능력

(Help students become)
•지도자(Leaders)
•혁신가(Innovators)
•넓은 사고가(Broad Thinkers)
•글로벌 시민(Global Citisens)

(Thinking Critically)

핵심목표
(Key Goals)

주장평가(Evaluating claims)
잘 생각해서 결정(weighing Decisions)

창의적 사고능력
(Thinking Creatively)

마음의 습관
(Habits of Mind)

핵심능력
(Core Capacities)

예) 반대되는 사례 유추(Looking for Counter
Examples), 논리적 사고(Thinking of
Analogies), 청자의 관심과 목표에 대한 이
해(Understanding Audience Interests
and Goals)

근본 개념
(Foundational Concepts)

문제 해결(Solving Problem)
발견 촉진(Facilitating Discovery)

효과적인 의사소통
(Communicating Effectively)
정확한 글쓰기(Writing Clearly)
효과적인 발표(Presenting Effectively)

마음의 습관과 근본 개념
(Habits of Mind & Foundational concepts)

효과적인 상호작용
(Interacting Effectively)
협상(Negotiating)
팀 과제(Working on Team)

예) 문제에 대한 대안적 측면(Alternative
Representation of problem), 새로운 전
략을 창안하기 위한 체험(Heuristics for
Creating New Strategies), 시각적 설계 원
리(Visual Design Principles)

[그림 1] 미네르바 스쿨의 역량 체계

학생 중심 교육 활동 속에

위해 어딘가로 이동할 필요 없이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강의실에 출석 수업은 불필요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Active Learning Forum

기존 대학의 수업 방식이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한다면,

플랫폼을 통해 단위 수업은 20명 이하로 구성되며, 교수-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거꾸로 교육과정(flipped learning)

학습자 간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장려한다. 또한 수업은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개별화된 학습과 주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토론, 토의, 협동이 주를 이루며, 학생의 활동에 대한

온라인 수업 형태는 세계의 유수 석학들을 교수진으로

피드백이 즉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었으며, 실제 미네르바

강점이나 지적 성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스쿨의 교육 철학에 공감하는 교수진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더불어 그동안의 학교 교육이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미네르바

이루어졌다면, 미네르바 스쿨의 수업은 온라인 학습 형태인

스쿨의 교수 채용 방식에 대한 인터뷰 질문에서 교수 채용

Active Learning Forum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절차는 후보자 조사 및 공지를 통해 단과대학 학장의

화상채팅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수 채용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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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가짐과 간학문적인 전문성

학생들의 평가와 피드백 자료로 활용된다. 인터뷰 과정에서

보유, 그리고 미네르바 스쿨의 온라인 교수학습 방식에

흥미로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는 교수가 토의토론을

대한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면접과 샘플 수업, 수업에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교수

대한 학습자 피드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이크가 꺼지는 기능도 있다는 것이었다. 철저한 학생 중심

미네르바 스쿨의 가장 큰 특징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술의 적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업 절차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수업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식은 교수와 학생들의 토의 토론이며, 화면에는 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색깔로 표현되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실무 경험 중심 학습과

유도하게 된다. 학생들의 의견은 그룹핑을 위한 기초 자료로

국가 순환형 기숙사 생활 제도

활용되면서 효율적인 그룹별 과제 수행과 토론을 이끌게

학생들은 4년간의 재학기간 동안 다양한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모든 수업의 과정은 기록, 관리되어 교수 연구 및

되는데,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볼 수 있는

의견에 따른
학생 Grouping

수업 중 발표
교수의 강의
모두 녹화

수업참여도를
색깔로 구분

효율적인 그룹별 과제 및 토론
그룹과제
진행
연구, 평가 및 피드백 자료

수업 참여 유도

[그림 2] 미네르바 스쿨의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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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인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게 된다. 예컨대 자신이

경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연구를

속해있는 도시의 시민단체와 협업하는 활동 등을 통해

수행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포트폴리오로 하나하나씩

실제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기른다.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 나간다.

학기마다 4번의 프로젝트 과제에도 참여하여 필수적인

한편, 미네르바 스쿨은 비록 온라인 기반의 수업을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를 위해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은

운영하지만, 홈스쿨링과는 다른 시스템을 지닌다. 미네르바

입학 첫 해부터 전문성을 갖춘 코치를 배정받는다. 더불어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해 전

미네르바 스쿨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학생들이 2학년

세계의 7개 국가의 캠퍼스 기숙사를 해마다 옮겨 다니면서

가을 학기에 들어가기 전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세계의

합숙생활을 한다. 7개 국가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칠레의

유수기업에서 인턴십 경험을 하게 된다. 예컨대, 아마존,

부에노스 아이레스,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인도의

야후, 젠 펀드(Zhen Fund), 칼텍(Caltech) 등의 기업이

하이데라바드, 한국의 서울, 대만의 타이페이가 해당된다.

그동안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이 참여한 기관들이다. 이러한

2017년 가을 미네르바 스쿨의 학생들이 서울 강남 지역에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일찌감치 자연스럽게 이력서 작성

한 학기 동안의 학습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등의 실무적인 기술을 익히게 된다. 직업 세계에서의

한국을 택했는가에 대한 인터뷰 질문에 운영자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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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미네르바 스쿨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학습자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판단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진 미네르바 스쿨이 가지고

있으니, 강의실의 한계와 지역적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

있는 차별성과 성과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학교

수업과 순환형 기숙사 생활이라는 독특한 운영 방식이 나올

운영진의 신념과 성공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었다.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도 진행형인 미네르바 스쿨의 운영

차별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미네르바 스쿨은 가르치고

방식이 성공적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을지도

배우는 가장 최고의 방식을 기술을 통해 실현할 수

모른다. 다만, 매 학기 학교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학교 운영 방식으로

사회, 문화적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고안한 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 플랫폼을

보면 당장의 취업률 이상의 평생학습능력을 가지게 되는

개발하여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쳐보게

현재의 성과로는 사회적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실제

된다.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가 90%이상의
재학생에게 주어지고, 세계 유명 기업과 기관 고용주에
의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래 교육 혁신에 대한 요구와 강도는 실제 고등교육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네르바 스쿨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학교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례이기
때문이다. 학교에 고정된 물리적 시설과 한정된 시간에서의
강의, 개별 전공 중심의 지식 습득 등은 산업화 시대의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진숙 외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 보고서. 서울:광문각
김진숙, 정제영, 임규연, 정훈, 정광훈, 계보경 (2016).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교육 Big Picture 연구. 대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minerva.kgi.edu
그 외 자료에 제시된 인터뷰 결과는 2017년 6월 15일에 이루어진 미네르바
스쿨 아시아 지역 운영진 4명과의 질의, 응답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전형적인 제도권내의 학교 모습이다. 단순히 강의실 대신
온라인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네르바
스쿨을 대학의 혁신 사례로 주목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
분석이다. 또한 미네르바 스쿨을 한국의 사이버대학이나
MOOC 등의 온라인 서비스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학교의 설립이 조건이나 형태가 아니라 학교를
지탱하는 철학과 가치라고 본다면, 미네르바 스쿨은 현재의
대학 교육 체제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바라보는 설립자의
철학이 뒷받침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지원과
구성원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스쿨은 학교의 존재 가치를 사회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호로 그치는 목표가
아니라 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 운영자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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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 혁신 사례:

프랭클린 W. 올린 공과대학
박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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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서쪽 근교 소도시 니덤에

혁신 성공 전략 1

위치한 프랭클린 W. 올린 공과대학(Franklin W. Olin

기업가의 투자, 장기간의 체계적인 계획,

College of Engineering, 이하 올린 공대)은 2002년 가을

그리고 학생들과의 협력

에 개교하였다. 2017년 현재 334명의 학생이 재학 중(48%

엔지니어 출신의 프랭클린 W. 올린이 1938년 설립한

가 여학생, 52%가 남학생)이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8명

올린 재단은 그간 미국의 우수한 과학 인재들에게 기부를

인 이 작은 학교는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대학 교육 혁신

해왔다. 그러다가 1997년, 미국 고등교육 역사 상 가장

사례로 늘 등장한다(김원호, 2016; Fredholm et al, 2002).

많은 금액인 4억 6천만 달러를 기부하여 다음 세기를

미국 내에서도 MIT 공대, 하버드 대학교 등과 어깨를 나란

이끌어나갈 테크놀로지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올린

히 하는 올린 공대에 관심이 매우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대를 설립하였다(김원호, 2016; Somerville 외, 2005).

도 다양한 언론과 학자들에 의해 올린 공대만의 특별한 교

1997년 학교가 설립되고 5년 뒤인 2002년에야 개교를

육과정과 운영 방식이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

하였는데, 이는 개교 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

에서도 미국에서 출판된 관련 서적들이 번역되었고, 많은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우선 1998년부터

대학들에서 올린 공대의 혁신 사례를 언급하며 롤모델로

학교 건물을 디자인하고 만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올린

❶

삼고 있다.

공대는 의도적으로 MBA 명문이자 기업정신으로 유명한

본 글은 올린 공대가 대학 교육 혁신 사례로 성공하기까

뱁슨 대학(Babson College)의 캠퍼스 일부를 사들여 그

지의 전략들을 비전과 목표 및 주요 특징 등을 통하여 논

안에 캠퍼스를 만들었다. 이는 뱁슨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의하고, 우리나라 대학 교육 혁신 방안에 주는 시사점으로

학생들이 공학뿐만 아니라 기타 인문학 과목들, 특히

마무리하고자 한다. 올린 공대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되어

뱁슨 대학에서 유명한 경영학을 수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있는 각종 언론 매체의 기사와 NHN NEXT 블로그의 올린

의도였다(Wagner, 2013).

공대 탐방기,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2009)

1999년에는 경영 전문가 팀을 고용하였고, 그 이듬해인

와 Wagner(2013)의 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3)의

2000년에는 혁신적인 공학교육을 담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정책연구 보고서, 그리고 김원호(2016), Fredholm 외

만들기 위하여 교수진을 꾸려 2년 동안 50여 곳이 넘는

(2002), Somerville 외(2005) 등의 논문 등을 참고하여 정

대학들을 탐방하게 하였다. 소규모 과학과 공학 중심 대학,

리하였고, 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혁신적인 교양 학문 중심 대학(Liberal arts schools), 산업

을 밝힌다.

디자인 대학, 혁신적인 학부 프로그램을 지닌 연구 중심
대학,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외국의 대학 등 50여
군데를 다니며 올린 공대만의 혁신적인 교육과정 초안을
만들었다(Somerville 외, 2005: 198).
그리하여 개교 1년 전인 2001년 가을 학기에 만들어진

1) 2013년에 개교한 NHN Next는 국내 검색포털 Naver에서 매년 100억 원
지원을 약속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홍성민 외, 2013; NHN

교육과정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위하여 30명의 뛰어난

Next 홈페이지), 올린 공대를 롤모델로 삼아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입학 시켰다. 학교 측은 이 학생들을

그러나 2015년 이후 교수·학생·재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올린 파트너(Olin Partner)’라고 부르며 학생들의 의견을

있다(머니투데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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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2002년 가을

년 때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기초,

45명의 학생을 추가적으로 선발하여 총 75명의 학생을

전문화, 실현 단계로 이행됨에 따라 교육과정도 수업보다

토대로 본격적으로 개교하였다(Somerville 외, 2005).

프로젝트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학
년의 구별 없이 대부분 통합하여 공부하게 되고, 전공을 정

혁신 성공 전략 2

하는 2학년 중순부터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세부 관심 수업

전공 융합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의 혁신 교육과정

을 듣기 시작한다.

이론 중심의 학과 단위 공대 교육에서 탈피하여 전공
기초단계

융합을 이루는 것이 올린 공대의 가장 이목을 끄는 혁신

전문화 단계

실현 단계

중 하나이다. 올린 공대에는 학제의 경계를 허물고, 전공
학과를 만드는 대신 프로그램을 크게 세 가지 (전기·컴퓨터

수 업

공학, 기계 공학, 그리고 생명 공학, 디자인, 재료 공학,
로봇 공학 등을 포함한 공학)로 나누어 졸업장을 수여한다
(김원호, 2016; Olin College of Engineering 홈페이지,
프로젝트

2017). 교수진도 공학, 과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인,
경영, 마케팅,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학과로 묶여있어 서로 다른 전공교수가 공동으로 가르치는
수업도 많다. 이와 같이 다학제적이고 간학문적인 과목과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들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향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림 1] 올린 공대 교육과정의 구조
출처: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2009: 171)

사고와 가치를 배울 수 있다(김도원, 2015; 김원호, 2016;
홍성민 외, 2013).
또한 올린 공대 설립자들은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이

첫 번째 기초 단계에서는 공학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이고

큰 효과를 거둔다는 믿음 하에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

필수적인 지식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지속적인 혁신’을 기본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다. ‘지속적인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혁신’이란 교육과정을 새롭게 갱신하여 공학 교육에

동기를 유발하는 것과 기본적·필수적인 지식을 명확하게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대학 교수들은

알려주는 것이다. 기본적·필수적인 지식에는 수학, 물리학,

종신 재직권(tenure) 없이 5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학 과목뿐만 아니라, 생물학, 재료 과학, 경영의

임용된다. 재계약 제도로 인해 교육과정이 5년마다 개편될

기초, 의사소통 방법과 팀워크도 포함된다(Summerville

수 있는 융통성이 생겼다. 아울러 매해 10~15개의 강의가

외, 2005). 학생들이 작성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평가할 때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대체되고 있다(NHN NEXT, 2012).

과학 및 기술 지식도 보지만 얼마나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올린 공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프로젝트 기반 교육
과정은 기초 단계, 전문화 단계, 실현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쉽게 썼는지도 평가하는 것(권혁주, 2003)은 기초 단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2009; Summerville

두 번째 전문화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외, 2005).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1학

심도 있는 지식을 적용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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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다. 전공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2학년 중순부터

혁신 성공 전략 3

본인이 선택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프로젝트에

전인적인(holistic) 인재 양성과 ‘올린 삼각형’

활용하면서 역량을 기르는 작업을 해나가게 된다. 이때에는

올린 공대 학생들의 대부분은 졸업 후 내로라하는 기업(예를

인근의 뱁슨 대학에서의 인문학 과목 수강 이외에도,

들어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보잉 등)으로 취업하거나

융합된 전공들의 교수들이 함께 가르치는 간학문적인

스탠포드나 MIT 같은 저명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창업을

수업을 들음으로써 4학년에 있을 가장 큰 프로젝트를

한다. 하지만 졸업생들 중 일부는 공과와 전혀 다른, 예를 들어

준비하게 된다.

선생님이 되거나 외국으로 가 언어를 배우겠다거나 하는 등의

마지막 세 번째 실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문제

진로를 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졸업생들이

해결에 있어 학생들이 그간 배웠던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는 올린 공대가 추구하는

창의적으로 실현시켜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마지막

기존의 ‘공대 같지 않은’ 인재상 때문일 것이다.

단계는 4학년 말 졸업 발표회인 Senior Capstone Program

올린 공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기업들이 원하는 ‘당장 쓸

in Engineering(SCOPE)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술 지식을 갖춘 인력’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을 예측하고

물론 매 학년 말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꽃이라고 할

창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수 있는 올린 엑스포가 열려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참여한

2003년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리처드 밀러 학장에 의하면

프로젝트를 서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가장 큰

올린 공대의 교육 목적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축제’는 졸업 발표회인 SCOPE이다.

능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어려운 공학 지식을 기업

SCOPE에서는 1~3학년 동안 학생들이 배우고 진행한

전략 수립자가 알아듣도록 이해시킬 수 있으며, 원만한

프로젝트들을 토대로 4학년 학생들이 실제 기업이 당면한

인간관계와 리더십, 그리고 기술을 사업으로 연계하는

문제를 기업과 함께 1년 동안 해결해나가는 프로젝트를

비즈니스 마인드까지 구비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발표한다. 각 프로젝트는 모두 기업에서 실제 발주한

한다(권혁주, 2003). 올린 공대가 추구하는 인재는 간략히

실무 프로젝트로 소유권은 각 기업에서 갖게 되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기업에서 결과물을 발전시켜 기술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실제 상품으로 출시하기도 한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 최상의 공학 기술 기초 능력

모든 과정에서 교수들은 도움을 주지 않고 오로지

• 사회에서의 공학 기술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식견

학생들이 기업과 직접 의사소통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성

실무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을 직접 배우게 된다. 또한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사업가적 능력

기업들은 채용할 때 SCOPE 프로젝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1년 동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켜보다가 스카우트

올린 공대가 추구하는 인재는 올린 공대의 비전을

하는 것이다(NHN NEXT 블로그, 2012; Olin College of

나타내는 아래 [그림 2]에서 보이는 ‘올린 삼각형’을 통해

Engineering 홈페이지, 2017).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올린 공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윗부분에 명시된 최상의 공학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기업가 정신과 자선활동 및 윤리 그리고 예술, 인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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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혁신이다. 결국 공학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한다. 우선 프로젝트의

등 윤리적인 측면과 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경우, 5명씩 팀을 이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재료와 2시간

최상의 공학 기술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더 나아가

반의 시간을 주고 무언가를 만들게 한 후 교수, 올린 공대

전인적인 인재를 양성해 내는 것이 최종 목표인 셈이다

선배, 사기업 직원 등의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Fredholm 외, 2002; Wagner, 2013).

된다. 이는 프로젝트가 많은 교육과정 탓에 팀워크, 협동
및 협력이 중시됨과 동시에 창의성, 혁신성, 학업에 대한
열정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토론은 미국 사회의

최상의 공학 기술
(Superb Engineering)

중요한 이슈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팀워크가 중점적으로 평가되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지
무시하는지 등을 평가한다(공종식, 2006; 김도원, 2015).

기업가 정신, 자선활동, 윤리
(Entrepreneurship,
Philanthropy, Ethics)

예술, 인간애, 창의성, 혁신
(Arts, Humanities,
Creativity, Innovation)

우리나라 대학 교육 혁신에 주는 시사점
올린 공대는 많은 대학과 나라들에서 대학 교육 혁신의

[그림 2] 올린 삼각형
참고: Fredholm 외(2002: 2);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2009: 167)

모범사례로 꼽는 만큼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 기업가의 막
대한 기부, 개교 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실질적
인 주체인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교육과정, 전공 융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의 정의와는 약간 다른

합과 프로젝트 기반의 혁신 교육과정, 그리고 전인적인 인

올린 공대에서 정의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기존의

재 양성 등이 앞서 언급한 혁신 성공 전략들이다. 그러나 성

기업가 정신은 가능한 자원에 제약을 받지 않고 부를

공한 사례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실

축적할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면, 올린 공대의

패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각 주정부

기업가 정신은 모험적·실험적인 정신과 더 나은 세상을

마다 의사결정권이 주어지는 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

만들겠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동기를

대학에서의 성공 전략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사회적·정치

지니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

적 맥락에 따라 적용시켜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이며 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맥락 뿐 아니라 각 학교와 각 학생들의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에도 가치를 지닌다는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켜야 한다. 특히 올린 공대의

입장이다(Fredholm 외, 2002).

전공 융합과 프로젝트 기반의 혁신 교육 과정 사례는 더욱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팀워크, 협동, 협력이다. ‘실험과

그러하다. 올린 공대에서 1학년 때부터 프로젝트에 곧바로

혁신’이라는 대학 설립정신에 따라 전형과정도 실험적이고

투입시키는 점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기에

혁신적이다. 입학 전 학생들을 선발할 때 1차 전형은 다른

배운 지식이 졸업을 하고 나면 금세 구식이 되어 버리는

대학들처럼 고교 성적,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SAT) 점수,

공학의 특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등으로 선발한다. 그 후 ‘후보자

하버드나 MIT 같은 대학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올린

주말(candidate weekend)’에 1차 합격자들을 초청하여 2차

공대를 택한 매우 뛰어난 학생들의 역량으로 가능할 수도

전형을 치른다. 2차 전형에는 작은 프로젝트, 토론, 인터뷰

있다. 결국은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능력, 역량을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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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고 그에 알맞은 교육 방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통해 독자적인 문제 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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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주고 있는데,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실생활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서로 얽혀있다. 4차 산업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 한 분야에만 능통한 것이 아닌 다방면의
지식을 서로 융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할
것이다.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기관에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전략을 함께 논의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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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스누(SNU)콘밸리를 꿈꾸다
이연희

한국대학신문 기자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이 창업 거점으로서
창업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정부는 지난 3월 이 같은 철학을 담아 ‘대학발(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창업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창업지원을 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온 대학가가 창업열기로 들썩이는 지금, 서울대를 주목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을 비롯한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은 일찍이 대학원 중심으로 기술창업을
지원해왔지만, 서울대는 종합대학으로서 이공계열 외에도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등 다양한 학문 융합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역시 이 점을 강점
으로 내세워 대학(원)생 및 신생 기업의 창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2

서울대는 1990년대부터 교내 단과대학 단위로 8개의

중이거나 초기 창업 상태의 대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왔다. 1997년 최초로 공과대학의

지원한다. 기술창업은 일반창업과 달리 성장 가능성이

‘신기술창업네트워크’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높고, 사업영역도 확장 가능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자연과학대학 ‘유전 공학 특화 창업보육센터’

▲2000년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력은 물론 매출액 창출

의과대학 ‘의생명과학 창업보육센터’

▲2001년

농생명

과학대학 ‘농생명과학 창업보육센터’

▲2005년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

경영대학 ‘벤처경영

대학생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재하고 경험이 부족해

기업가센터’를 개소했다. 2013년 서울대 기술지주회사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교육을

‘에스-이노베이션센터’를, 올해 5월에는 대학본부 직속

강화하고,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로 마련한 서울대 미래연구위원회는 산하 별도

지원한다. 또 최대 3년까지 후속지원을 통해 성공까지

조직으로 ‘창업가정신센터’를 개소했다.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치과대학

효과도 높아 기술창업 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서울대 기술지주회사는 지난 6월 대학창업펀드로 선정

경기도 거주 또는 대학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되면서 다양한 경로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융합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1년여 만에 눈에

얻었다.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고, 대학은

띄는 성과를 내놨다. 총 37개 팀(92.5%)의 창업기업이

20억원을 매칭해 총 50억원 규모로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탄생했고, 168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매출액은

내놨다.

7억8000만원 규모에, 투자 유치 규모는 10억원에 달한다.

선정된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오는 9월까지 조합을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은 68건을 등록했다.

결성하고,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지난해 지원받은 팀 중 청각장애인의 다자간 대화를

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경 ‘AR Glasses’를 개발한 아이어

투자하는데, 교수와 대학(원)생 등으로 꾸려진 창업기업에

(eyer)는 서울대와 네이버 인큐베이팅에 성공했다.

총 투자액의 75% 이상, 그 중 학생 창업기업에는 50% 이상

바이오기술 기반 스타트업 ‘푸디자인’은 순 식물성 마요

투자하게 된다.

네즈 ‘약콩마요’를 개발했다. 공유경제형 자동차 정비
플랫폼을 개발한 ‘카랑’은 인터파크, 옥션 등과 제휴해

세대융합기술원,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확산

매월 꾸준히 매출을 내고 있다. 당뇨 환자들을 위해
모바일 소셜 커뮤니티를 개발한 ‘닥터다이어리’는 구글
플레이 전체 인기 앱 7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얻어
시드머니를 투자 유치했고, 행정자치부 주관 당뇨학교를

25년 이상 서울대가 축적해온 창업인프라와 노하우는

개최 하기도 했다.

다른 대학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 서울대가 운영하는

광교 테크노밸리의 융기원 2층에는 ‘경기도 대학생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융기원)의 ‘경기도 대학생

창업 지원센터’ 창업공간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융합기술 창업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space)’가 마련돼 있다. 삼성과 SK 등 주요 대기업 임원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융기원의 보유

출신 기업가와 VC,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는 멘토단

자원과 서울대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창업을 준비

으로서 1:1 멘토링을 지원한다.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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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창업지원금도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강점은 풍부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서울대의 창업지원 헤드쿼터,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이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와 융기원 연구진,
단국대와 을지대, 경기대, 성균관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서울대는 최근 안팎에 관악구를 세계적인 창업밸리로

교수 15명이 창업교육과 1:1 창업 지도교수로 참여한다.

가꿔나갈 전초기지를 마련했다. 지난 7월 4일 서울대 관

이들은 매월 개별 지도한다.

악캠퍼스 해동학술문화관에 개관한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방학 중에는 특히 다양한 창업 집중교육을 진행한다.
7월 중에는 ‘글로벌 창업’을 주제로 1박2일 캠프

(Creative Factory)’ 창업전용공간 얘기다.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 인근에도 창업전용공간이 생겼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국제적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이 공간은 학생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 연구·개발

교육한다. 8월에는 서울대 공과대학과 경영대학, 융합

(R&D)을 주도할 연구원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곳으로, 초기

과학기술대학원 창업 교과를 적용한 단계별 창업교육을

창업자들에게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

실시하며, 서울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와 공동으로

공간을 빌려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아이템개

실무와 지식재산권 등에 관련한 창업특강을 개최하기도

발과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다. 9월에는 경기 북부 참여자를 위해 차의과대나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중소기업

경민대학 등 경기도 북부의 대학과 협력해 ‘찾아가는

청과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대는 경북대,

창업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주대와 함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주관기관
으로 선정돼 교내외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교내 해동학술문화관 창업공간에는 예비창업자와 법인
기업의 입주공간과 함께
멘토링 전용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수면실 ▲

▲창업카페 ▲창업교육공간

등이 제공된

다. 교외 대학동 ‘서울대 관악큐브 창업 지원센터’에는 창
업자 입주공간과 창업자간 교류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
▼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로비

(Co-working space)와

▲회의실 ▲휴게실 ▲멘토링

전용

공간이 마련됐다. 공간 지원과 함께 창업문화 기반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예비창업자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에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과 창
업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는 식이다.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단의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
원과제’는 주목해볼 만 하다.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창
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4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마련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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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경영 기업가센터,
창업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학기 중에는 학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 방
학기간 특별히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자연스럽게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동아리를

2009년 ‘창업경영 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한 서울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파이썬(Pyhthon)과 장

대 ‘벤처경영기업가센터’는 센터는 체계화된 벤처 창업 이론

고(Django) 등 웹프로그래밍 학습 동아리가 있다. 또 드

과 실전 교육은 물론 인턴십 연계, 동문 사업가들과의 네트

림포지(Dream Forge) 경진대회 미수상 팀을 중심으로 시

워킹을 지원한다.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학위를 인정하는

험서비스와 시제품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승자

벤처경영학 연합전공(학부 과정)을 신설했다. 벤처경영학

독식 경쟁팀에 대한 지원만 하기 보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연합전공은 약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수업 아이디어를 사

만들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

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실습 교과목 등을 통해 자

해서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는 개발자와 디자이너에게 자

연스럽게 창업 아이디어와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자금도

금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지원한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에서 연 2회 학기별로 창업팀
을 모집하고 자금과 창업실습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가 지원한 창업팀은 아이템과 유형
도 다양하다. 2015년에 창업한 TAG Solution(태그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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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 투명 전극을 이용한 투명 전광판을 제작한 팀으로,

창출하고, 노인들과도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들은 올해 동부그룹의 지원을 받아 미국 CES 전시회에

‘끌림’은 기업 광고주를 고객으로 해 다수의 후원을 받고

참여하며, 현재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와 협의 중이다. 지

있으며, 최근에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난 2015년 창업한 ‘에듀캐스트’는 대학생들과 밀접한 교육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대학생 스스
로 강의를 만들고 또 들을 수 있는 대학생 대상 온라인 강
의다. 기존 대학입시 위주의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서 벗어

꿈을 현실로,
아이디어팩토리

나,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 플랫폼
이다. 에듀캐스트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업을 벌
이고 있으며, 이공계 전공필수 과목인

상상하던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3D프린터 등으로

▲공업수학 ▲통계

만들어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는

학 ▲회계원리 등을 비롯해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과목인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실습과 경험, 프로젝트

▲프로그래밍 ▲3D

기반 교육은 물론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모델링

▲법률

상식 등의 강의를 탑재

했다.

자극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 받는 이 공간은 미국과

경영대학 동아리 인액터스(Enactus) 내 프로젝트 팀인 ‘끌

캐나다 등 해외대학의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림’은 지난해 폐지수거 노인을 위한 안전한 리어카를 제작

각광 받았다. 서울대 공과대학 지하에 마련된 메이커

해 큰 관심을 받았다. 리어카에 기업 광고를 부착해 수익을

스페이스 ‘해동 ProCEED 아이디어팩토리’는 산업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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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산업진흥원, 해동과학문화재단 지원을 받아
2015년 마련됐다.
서울대의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해볼 수 있도록

“플랫폼 구조로

3D프린터와 3D스캐너,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장비

‘지구상 가장 큰 학교’ 만들었죠”

워크숍과 각종 기계, 전자부품, 재료를 지원한다. 팀
워크를 위한 홈 베이스 공간과 카페 공간, 제작 공간

에듀캐스트 박태영 대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졸)

등을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들로 이뤄진

“창업 아이디어는 학부생 때 나왔어요. 대입과 외국어 강의는

‘아이디아이엠인터내셔날 팀(IDIM International)’이

너무 많은 종류의 과목과 수준까지 나뉘어 있어 넘치잖아요.

개발한 모듈형 소형 하이브리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대학에 오고 나니 뭘 배우고 싶어도 온라인 교육이 생각보다

시스템과 함께 기계항공공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의

부족하다고 느꼈죠. 왜 부족한가 생각해보니 시장규모가 어느

‘워터점프(Water Jump)’ 팀의 주택 검사용 로봇,

정도 돼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조선해양공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들로 꾸려진

그렇다면 작은 시장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블루싱커(Blue Sinker)’팀이 개발한 레저용 수중 드론은

모바일 앱 1인 개발자 열풍을 참고해, 1인 강사가 올릴 수 있는

우수 기술기반 창업 사례로 꼽힌다.

강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아이디어를 들은 동기
친구들이 흔쾌히 해보자고 수락하면서 시작됐어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를 졸업한 에듀캐스트 박태영 대표가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2011년 말이다. 2012년 서울대에서
창업공간을 지원받으면서 기업을 설립하고 2013년까지 서울대의
벤처경영기업가센터의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에 참여하면서
스타트업 운영을 위해 공부하고 또 준비했다. 그렇게 에듀캐스트가
정식 런칭한 것은 2015년이다.
지금은 직원 12명의 어엿한 IT 스타트업이 된 에듀캐스트는 1인
강사들이 강의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강좌 플랫폼이다. 7월 현재
등록된 1인 강좌는 총 1,200개고, 모든 강의의 총 러닝타임은 1만
시간에 달한다. 방문자 수는 월 4~5만명, 가입 고객은 20만명에
달한다. 박태영 대표는 에듀캐스트에 대해 “평생교육 관점에서 IT나
트렌드에 맞는 강의들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게 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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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원이 강사를 고용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관심 있는 학생들을 한데 모이게끔 하기 때문에 함께 창업할

마케팅하고 판매한다면, 에듀캐스트는 아무나 강의를 만들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었어요.”

수만 있다면 유통할 수 있어요. 직접 강의를 제작해 올려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으니 온라인 교육 유통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박태영 대표는 최근 서울대가 창업지원을 위해 외부 인력을

또 수강 네티즌들이 직접 평가를 남겨 신뢰도가 높고 잡음도

영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한 가지 바라는 사항이 있었다.

방지하게 되죠.”

다른 대학과 달리 단과대학마다 산재된 창업 지원 조직을 통합해,
창업을 원하는 서울대 학생이라면 어디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지

에듀캐스트에 업로드 된 강의들을 살펴보면 무료 강의들이 적지

창구를 통일했으면 하는 점이다.

않다. 3~4만원대의 강의도 있고, 까다로운 이공 계열 전공과목은

스타트업 대표로서 정부에도 관련 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나서서

10만~20만원을 상회하기도 한다. 가격은 강사들이 직접 결정하고,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독점해, 스타트업이 자생하기 어려운

고객 반응에 따라 인상이나 인하도 가능하다. 박태영 대표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대한 비판이다.

에듀캐스트가 자립할 수 있기까지 서울대에서 크고 작은 지원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우리 업체 분야인 온라인 평생교육을 예로 들면, 정부가
K- MOOC를 직접 운영하잖아요. MOOC 원형인 미국

“사실 초기에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어요. 그런데

코세라 (Coursera)나 에덱스(edX)도 민간에서 대학의 협력을

실리콘밸리에 대한 선망이 생기고, 정부도 창업을 장려하면서

이끌어내는데 반해, K-MOOC는 정부가 직접 하면서 대학에

학교에서도 지원해주기 시작했죠. 막 창업을 시작할 때는

강의를 할당하곤 해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라고

공간 사용비가 가장 큰 문제인데, 공과대학 지하 공간을 지원

생각해요. 비단 이 분야뿐 아니라 배달앱이나 여행앱도

받았어요. 창업교육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규 등

공기업이 직접 뛰어들더라고요. 저의 제안은 이래요. 공공분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식을 배웠고요. 연합전공은 창업에

자금 지원 사업을 할 때, 민간을 얼마나 침범하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일정 부분 침해 사유가 있다면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 하는 거죠. 신생기업들이 분명 하는 역할이
있는데 정부가 나서버리면 시장은 죽어버려요.”

박 대표의 포부는 에듀캐스트가 ‘평생교육 파트너’로서, 뭔가
배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알아야 할 지식이 바뀌는 시기에서 계속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습효과가 큰 서비스’로 인식됐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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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뮤지컬 프로그램에서
찾은 아이들의 행복
민수영

부산대 입학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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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

논의하는 자리에서 앞으로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시대로

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은 사람과 사물,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세부내용으로 수업방식을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진로

패턴을 파악해내는 ‘초지능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탐색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교과수업 이외에

행동을 추측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으로 요약된다. 모든

예술·체육활동과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어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난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자유학기제는 2013년

산업시대에 창의성과 정서적 역량을 갖춘 인재는

42개 시범학교 운영으로 시작되었는데, 처음의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사회가

우려와는 달리 학생과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이러한 인재를 기르는데 있어 작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교과와 강의식으로만 운영되던

되었다고 본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금융, 의료,

부산대학교도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론, 생태, 음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고

2014년부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사실,

체험·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학습의 즐거움과

대학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중등교육에서의 이러한

상황이었으나, 교육부의 핵심과제라는 점과 고교교육

작은 변화들은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혁명과도 무관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자유학기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2014년 부산대학교의 첫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언급된 개념이다.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

부산·경남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특강

전문가 2천여 명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프로그램이었다. ‘우주에 구멍이(위상수학과 거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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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생명체 복제’, ‘문학작가의 일상과 의무’ 등 중학생

유일했다. 아이들이 연기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진로탐색에도 유익한

몸짓을 마음껏 표현하고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감성을

19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교육청의 도움으로 중학교의

키울 수 있는 뮤지컬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취지에도

신청을 받아 47회 운영하게 되었고, 중학교에서도 대체로

부합되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보니, 문제는 뮤지컬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진을 섭외하는 일이었다.

자유학기제 강사가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다소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던가. 우선 음악학과에
전화를 해서 당시 학과장이었던 김정권 교수님과 통화를

2015년에는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중학교가 늘어

할 수 있었다. 김교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나면서 기존 중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반응을 보여주셨고, 영남대학교에서 성악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대학으로 오게 하여 보다 다양한 체험을 할

계셨던 크리스토퍼 템포렐리(Christopher Temporelli)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했다. 중학교

교수님과 자신이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에서는 경험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제안했다. 우리는 당연히 ‘좋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사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뮤지컬

우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뮤지컬은 2년이라는

학생들과 잘 호흡할 수 있는 대학원 재학 정도의 강사로도

단기간 운영된 프로그램이지만, 부산대 자유학기제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되었고 학생들의 호응도 좋았던

유명한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가수인

프로그램이었다. 본고에서는 이 뮤지컬 프로그램을

템포렐리 교수님이 섭외되어 당시 사업 총괄인 필자와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소 놀라기도 했다.

이야기 하고자 한다. 2015년 자유학기제로 뮤지컬

또한 템포렐리 교수님은 뮤지컬 분야로 음악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 대학은 부산대학교가 전국에서 거의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으로 이론과 실기 모든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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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수업에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내용으로
뮤지컬(Musical Theatre)의 정의와 무대의 구성, 연기

뮤지컬 프로그램 첫날 학생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프로그램에
집중하였고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교수님과의 뮤지컬 수업을 정말
즐기기 시작했다.

개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중학생 수준에 맞추어 쉽게 예를
들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이어서 교수님은 학생들
모두에게 신발을 벗고 무대 위로 올라올 것을 제안했다.
처음엔 쑥스러워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학생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 김교수님의 피아노 반주와 템포렐리
교수님의 발성지도에 맞추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처음 수업을 참관했던 필자와 프로그램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

담당자도 자리를 뜰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한 내용이었고,

되었다.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템포렐리 교수님과 김교수님의 자연스러운 호흡도 참 보기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한편, 철없는

좋은 모습이었다.

중학생들이 교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면 어떨까 걱정이

템포렐리 교수님은 10월 3일 두 번째 강의부터 뮤지컬

되기도 했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표현들을 교수님이

배우로서의 연기와 성악 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너그러이 받아들이실까 염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영화 ‘오즈의 마법사(1939)’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우였다. 뮤지컬 프로그램 첫날

OST에 수록된 ‘Over The Rainbow’ 노래로 발성과 감정

학생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프로그램에 집중하였고

표현하는 방법을 지도하였다. 귀로만 듣던 노래에서 감정을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교수님과의 뮤지컬 수업을

실어 몸으로 표현하며 부르는 노래로 아이들의 변화를

정말 즐기기 시작했다. 2015년 첫해 뮤지컬 프로그램은

이끌어냈다. 그것은 ‘생동감’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정말

약 60명의 학생들을 오전 오후 2개 반으로 구성하여

무지개를 찾아 나선 주인공 마냥 노래 속에 자신의 감정을

운영하였다. 강의뿐만 아니라 실기위주로 진행하는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처음엔 어색해 하며 수줍은 웃음을

수업이라 인원을 제한하게 되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아이들은 교수님의 수업에 집중하며

동안 오전반 수업을,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오후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수업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9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참관했던 필자가 느끼기에 이러한 수업방식이 학생들에 큰

토요일 7회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었고, 11월 15일 마지막

변화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된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연습한 노래와 연기를

수업이 회를 거듭하면서 아이들의 표정은 하루가

가지고 뮤지컬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템포렐리 교수님이

다르게 밝아졌고,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프로그램 전체를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김정권 교수님이

노랫소리로 행복한 수업시간이 되었다. 수업에 참여하고

피아노 반주를 맡으셨다. 통역을 담당하는 선생님 한 분과

있던 한 학생은 뮤지컬 수업이 있는 토요일에는 수업에

보조학생 1명도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였다. 뜻밖의

간다는 설렘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한다고 했다.

인연으로 우리들이 처음 기획한 뮤지컬 프로그램은 순조

토요일이 마냥 기다려진다고 했다. 아이들과 교수님들과의

롭게 닻을 올렸다.

호흡도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졌다. 아이들은 서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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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쉬는 시간에는

소외되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이

보조 선생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가

무대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다.

되어갔다.

드디어 마지막 발표회 날이 되었다. 우리는 학생들이

아이들은 연기와 노래지도를 매회 받으며, 5회 차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발표회 소개장도

수업에서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오디션 경험도 하게 되었다.

만들었다. 발표회 제목은 ‘The Journey(믿음, 희망, 사랑을

무대 위에 혼자 올라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교수님이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다. 조금은 코믹하면서도 교훈적인

부여한 과제를 짧은 시간 소화해냈다. 그때까지 무대를

내용으로 7회까지 준비했던 아이들의 율동과 노래가 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눈에 띄게 자신을 당당하게

속에 모두 담겼다. 그 날 발표회를 찾은 가족과 친구들은

표현하고 즐기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필자도 처음 접하는

무대 위로 아이들이 오를 때 마다 열렬히 환호해주었다.

경험이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오디션

무대를 통해 아이들의 변화를 느끼며, 웃음과 박수를

과정을 통해 템포렐리 교수님은 마지막 발표회의 배역을

끝까지 보내주었다. 발표회를 마치고 아이들은 교수님과

정했다. 남은 2회 차 수업은 최종 발표회를 연습하고

보조 선생님, 친구들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듬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배역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마치 공연을 마친 배우처럼 즐거워했고, 수업을 이끌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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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빠트리지 않았다. 수업에

추가되었다. 사업 예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산대학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도 풍성해졌다. 영화제작 체험

필자에게는 충분히 행복한 경험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한 달간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발표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참여 학생의 학부모님이

편집하면서 영상직업을 체험하고 영화인으로서의 꿈을

필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 뮤지컬 수업을 하는 동안

키웠다. 큐레이터 체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우리 대학

아이가 너무 신나하고 즐거워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준

박물관전시실을 탐방하고 유물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했다.

입학과에도 꼭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런

박물관 큐레이터가 어떤 직업인지 박물관 큐레이터의

경험을 통해 필자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도

되었다. 적어도 아이들은 인생에서 한 가지 행복한 경험을

했다.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운영한 파일럿 체험은

했고, 노래와 연기, 발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마다 30분씩 비행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나노과학기술대학에서 운영한

2015년 첫 해 뮤지컬 프로그램의 호응에 힘입어 2016년

나노과학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나노 첨단과학기술

에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뮤지컬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론을 듣고 그 원리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2016년에는 뮤지컬 프로그램 이외에도 영화제작체험,

과학적 사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큐레이터체험, 파일럿체험, 나노과학체험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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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시 운영하게 된 뮤지컬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년도와는 다르게 짧은 기간의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다. 7월 21일부터 6일 동안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 음악학과 김정권 교수님과
영남대학교 템포렐리 교수님이 강사로 참여했다. 40명의
학생 중에는 전년도에 참여했던 학생이 3명이나 있었고,
그 전에 참여한 학생들의 추천으로 참여한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2016년 뮤지컬 프로그램에서는 연기 이론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강의와 실기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아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고교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다소 낯설 수도 있는 메소드 연기(Method acting)와 즉흥
기법(Improvisation) 이론 등을 배우고,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실제 연기해보는 경험도 가졌다. 2016년 뮤지컬
수업에도 참관했던 필자로서는 중학생들만 듣기에는

짧은 오디션을 받는 경험을 했다. 뮤지컬 배우로서의

너무 아까운 수업이라고 생각될 만큼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가득 찼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뮤지컬 수업은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콘서트홀 무대에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매시간

6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교수님과 둥근 원모양으로 둘러앉아 재미있는 게임을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며 연기기법을 배우고, 무대를 익혀나갔다. 교수님은

필자는 2년간 뮤지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관하면서

음악가로서 무대에 서는 자세와 상대 배우와의 상호작용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시연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고교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이어서 아이들은 피아노 주변에 둘러서서 교수님의 반주에

일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맞춰 발성과 노래를 배우기도 했다. 가끔 성악가이신

자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삶을 보다

교수님이 노래를 불러 아이들의 박수를 받았고, 수업은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더욱 유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교수님이 아이들에게 주제나

통해 아이들이 보다 정서적으로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할

상황을 제시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 과정에서

동원해 연기를 하는 수업이었다. 아이들은 자기 나름의

아이들은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찾을 수도 있고, 학교라는

몸짓과 얼굴표정으로 단어와 상황을 표현해냈다.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진로와 직업을

학생은 뮤지컬 배우로서의 자질이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하게도 될 것이다. 틀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는

과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경직된 표정은 사라지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며 이것은

아이들은 원래 자신의 밝고 편안한 얼굴 표정을 찾아갔다.

곧 오늘날의 핵심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마지막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한 명씩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인재를 키우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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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의 교육경쟁력과 교육활동
길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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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1965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였던 한국은, 2000년에 이르러
그 비율이 2배 이상 급속히 증가하였고(68.0%), 2015년

(명)

(개)

2,500,000
173

하였고 대학생 수 역시 60.1% 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입학 가능 자원이
2023학년도에는 약 40만 명에 불과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교육부, 2015).

(%)

100

2,113,293

105,643

2000년까지 해당기간 동안 대학 수가 50개 이상 급증

208,986

500,00
146,414

대학입학정원 자율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199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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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79

「대학설립준칙주의(1996. 7. 26. 국가기록원)」의 도입 및

1,859,639

1,000,000

1,665,398

72

1,187,735

71

1,040,166

70

931,884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특히,

85

1,500,000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1965년부터 대학과 대학생

107

2,028,84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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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000,000

에는 70.8%에 달하여 어느 정도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여겨지고 있다([그림 1 참조]).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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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1965~2015)
출처: 1965-1995: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0-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는 ‘원하는 대학
으로 진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나날 심각해질 뿐, 더

82.1

이상 대학으로의 진학 그 자체가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79.0

80

70.8

68.0
60

않고 있다. 또한 대학생이 된 후에도, 낙관적이지 않은
청년층의 고용상황 속(2016년 10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
8.5%)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 5학년생’ 혹은 ‘NG(No

51.4

Graduation)족’이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166개교에서
40

36.4
32.3
26.9

25.8

12만 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기회비용을

33.2

27.2

발생시키고 있다(길혜지, 박미현, 박성호, 2017). 이에

20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대학교육이 졸업 후 직장 및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0
65´

70´

75´

80´

85´

90´

95´

00´

05´

10´

[그림 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1965~2015)
출처: 1965-1995: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0-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15´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있는지 등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교육경쟁력은 어느
정도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현황은 어떠한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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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직장 및 사회생활 기여도
한국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해 볼

10

(점)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서, 국제경영 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에서 발

8

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경
쟁력 요인을 크게 4개(경제운영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

6

력은 인프라 구축의 세부 영역으로 측정되며, 특히, ‘대학

5.2

5.0

율성, 인프라 구축)로 나누어 평가하는 데 이 중 교육 경쟁
4.0

4.3

4.6

4.5

4.2

4

4.0

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평가 결과에 주

4.9

4.3

4.3

3.4

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63개
국 중 한국의 교육부문 경쟁력은 37위로 나타나 국가경쟁
력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기
획재정부, 2017).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경쟁력은 최근 10
여 년 간 최고 5.2점(2015년, 10점 만점)에 불과하여 전반
적으로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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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학교육 경쟁력
출처: IMD(해당연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박성호 외
(2016: 135)에서 재인용.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0

(순위)
37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청년패널
자료를 통해서도 ‘대학교육이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31

31

32

33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30

대졸자들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패널 9차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5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159명이 15개 항목에 대한
대학교육 기여도를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20

외국어·수학 능력에 대한 기여도를 낮게 인식한 반면,
전문분야지식(3.87), 문서이해(3.82), 실용적 지식(3.81)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0
12´

13´

14´

15´

16´

17´

[그림 3] 교육부문 경쟁력
출처: 기획재정부(2017). 2017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29위. 2017.6.1.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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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기여도는 4점에 미치지 못하여(5점 만점),
대졸자들이 전반적으로 직장 및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 대학교육 기여도를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어읽고쓰기

3.14

수학문제풀이

3.14

외국어회화

3.15
3.63

고객상대능력

3.67

창의적문제해결능력
변화적응능력

3.71

타인과협력능력

3.72

의사소통

3.75

컴퓨터사용능력

3.76

스스로배우는능력

3.76

문서작성

3.77

계획적인생활습관

3.79

실용적지식

3.81

문서이해

3.82
3.87

전문분야지식

.00

1.00

2.00

3.00

4.00

5.00

[그림 5] 청년패널 자료를 통해 본 대학교육 기여도

대학교원의 교육활동 현황
(%, 명)

IMD 국가경쟁력 평가와 청년패널 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한국대학의 교육경쟁력은

100.0

80.0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을 상기하며, 대학교원의
교육활동 현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67.9

73.1

29.7

30.0

83.0

84.8

74.9

77.5

29.8

29.4

28.5

28.0

27.6

26.8

12´

13´

14´

15´

60.0

40.0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67.9%(2007년)에서
2015년 84.8%(2015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전임교원

20.0

1인당 학생 수’는 30.2명(2007년)에서 26.8명(2015년)으로

0.0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6] 참조).

70.8

81.2

77.9

30.2

07´

08´

09´

10´

전임 교원 확보율

11´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이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의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정량지표 중 하나로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평가에서 활용되고 있기

[그림 6]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주 1)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 / 교원법정정원(편제정원) × 100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재학생 수 / 전임교원 수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전임교원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임후남 외, 2016: 44).

출처: 임후남 외(2016). p.40, p.43의 [그림 Ⅱ-2-1], [그림 Ⅱ-2-4]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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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교원의 최종학력을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기타로 분류하여 2005년과 2015년에 걸쳐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7], [그림 8]과 같다. 2015년 전체
전임교원 67,499명 중에서 최종학력이 박사인 전임교원은
85.3%(57,573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석사(12.5%, 8,442명), 학사(2.2%, 1,459명)
순으로 높았다. 10년 전인 2005년에도 최종학력이 박사인
전임교원의 비율이 84.0%로 나타나, 그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학사
1.8%

기타
0.4%

석사
13.8%

박사
84.0%

[그림 7] 최종학력별 전임교원 비율 (2005)

다음 <표 1>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교원의 주당
학사
2.2%

기타
0.04%

평균 수업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임교원의 경우,
2007년 이후 주당 수업시간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석사
12.5%

2007년(8.8시간)에 비하면 2015년에는 0.6시간이 늘어난
9.4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임교원 중 조교수의
수업시간은 10.3시간(2015년)으로 나타나 2005년 대비
박사
85.3%

1.6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수 및 부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변동 폭을 보인 것이다. 반면, 비전임교원의

[그림 8] 최종학력별 전임교원 비율 (2015)

경우 전임교원보다는 적은 시수만큼 수업하고 있고,
2007년(4.3시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주1) 기타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 사유로 정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교원을 의미함.

보여 2015년에는 4.0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전임교원

출처: 임후남 외(2016: 35)에서 [그림 Ⅱ-1-6-1-1]과 [그림 Ⅱ-1-6-1-2] 재인용.

강사(4.5시간)의 순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80

중에서는 초빙교원(6.9시간), 겸임교원(5.0시간), 시간

<표 1> 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 현황(2007~2015)
연도

전임교원

(단위 : 시간)

비전임교원

전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전체

겸임

초빙

기타교원

시간강사

2007

8.8

8.7

8.5

8.7

10.5

4.3

5.2

8.5

1.4

4.5

2008

8.8

8.6

8.4

8.7

10.9

4.3

5.0

8.3

1.3

4.5

2009

8.8

8.6

8.2

8.6

11.2

4.1

5.1

7.2

1.0

4.4

2010

8.8

8.6

8.3

8.8

11.3

4.0

4.9

6.6

1.0

4.4

2011

9.0

8.8

8.5

9.0

11.1

4.1

4.8

6.3

1.1

4.5

2012

9.0

8.8

8.5

9.1

11.2

3.9

5.0

7.0

0.9

4.3

2013

9.3

9.0

8.7

10.2

-

4.0

5.1

6.9

1.2

4.4

2014

9.4

9.1

8.9

10.4

-

3.8

4.8

6.5

1.1

4.4

2015

9.4

9.1

8.8

10.3

-

4.0

5.0

6.9

1.1

4.5

주 1)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 = 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 전체 전임교원
2) 주당수업시간 수는 교원의 소속학과 계열 기준이며,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제외하여 산출함.
출처: 임후남 외(2016: 75)에서 <표 Ⅱ-4-1> 재인용.

마지막으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양

과목당 수강인원 수가 43.9명으로 가장 많고 전임교원은

및 전공과목 당 수강 인원을 살펴보면 [그림 9], [그림

37.8명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전공 수업에서는 기타

10]과 같다. 전반적으로 전공보다는 교양수업에서의 수강

교원(31.7명), 전임교원(31.2명), 시간강사(26.9명),

인원 수가 많은 가운데, 교양수업의 경우 시간강사의

겸임·초빙교원(26.8명)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50

(명)

(명)

45

45
40

50

40.9

43.9

42.9
40

37.8

35

35

30

30

25

25

31.7

31.2
26.8

26.9

겸임/초빙

시간강사

20

20
전임

겸임/초빙

시간강사

기타교원

[그림 9] 교양수업 당 수강인원 현황(2015)
출처: 임후남 외(2016: 76)에서 [그림 Ⅱ-4-2-1] 재인용

전임

기타교원

[그림 10] 전공수업 당 수강인원 현황(2015)
출처: 임후남 외(2016: 76)에서 [그림 Ⅱ-4-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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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매우 신회한다
1.3%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13.1%

신회한다
9.3%

2000년 이후로 한국의 고등교육은 어느 정도 보편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선제적으로 대학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대학 진학 그 자체가 더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 관심의 대상

보통이다
40.0%

신뢰하지 못한다
36.3%

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그림 11] 대학교수의 자질에 대한 신뢰도

유예하는 대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큰
기회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출처: 임소현 외(2016: 136)에서 전체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재구성

앞으로는 단순히 고등교육 진학률을 높이는 것보다, 대학
교육이 졸업 후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

매우 잘하고 있다
1.2%
전혀 못하고 있다
11.1%

가는데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얼마나 기여할 수

잘하고 있다
11.2%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교원의

못하고 있다
31.3%

확보 및 이들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보통이다
45.5%

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기 어려우며, 수업
장면에서 대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들의

[그림 12] 대학교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교육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학교원의 역량이 매우

출처 : 임소현 외(2016: 137)에서 4년제 대학교수에 대한 전체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재구성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수의 자질에
대해 신뢰’하는 비율은 10.6%에 그쳤고([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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