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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fields of convergence stud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convergence 

education in domestic universities, based on a case study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Each case of convergence education for 
domestic universities is categorized and analyzed based on the disciplines of the convergence studies. Based on this analysis, a 
direction for the convergence education policy of university is suggested. The first suggestion is that convergence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voluntary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and meanings of it for both students and educators. Second is that 
the content of convergence education should be cre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ies and related industrial 
structures. Finally,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universities should be extended to the self-organized student stud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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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산업혁명 이후 분업, 분화, 전문화 등이 사회체계에 생산성

과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신념이 지배하면서 교육 분야도 전문 

분야를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더 이상 분화된 학문체계로는 21세

기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

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자간 학문연구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융합이 중시되

는 21세기의 지식체계는 생태계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 사회

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분과학문

이 아닌 융합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각 대학들도 분화

된 학문체계로는 21세기에 맞는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느

끼면서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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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이다(김광웅, 2009). 

국내외 융합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융합교육에 대한 장벽으로 현형 4년제 학사 교육과정으로 진

단하고 학사과정에 통섭학과를 신설하고 이를 7년제로 추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성종 외, 2009). 특히, 기술융합의 핵

심적인 요소로서 학제간 벽을 뛰어넘는 대학원 교육의 혁신과 

기초과학과 공학의 융합으로 들고 있다(이공래, 2008).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 다학제 융합 종합설계 교과목을 개설하여 5개

의 공학계열학과 학생들이 공학설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회

심리 및 경영 등의 다양한 관점을 융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

고자 하였다 (이상원, 2010). 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D-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적인 설계방식을 바탕으로 학생들로 하

여금 예술, 사회과학의 학문방법, 그리고 경영 등을 종합적으

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dschool). 한동대

학교의 GEA(Global Edison Academy)가 융합교육의 대표적

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GEA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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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영과 법의 융합교육, 예술과 사회의 융합교육, 비전 및 

성취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분야를 크게 인지과학분야, 나노 및 바

이오 분야,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분야로 나누고, 각 분

야별로 특성을 살펴보았고 해당영역분야에서 활발히 융합교

육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대학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밭대학교 융합교육 사례분석을 통해 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

는 융합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각 대학 별 교

육 혹은 연구에서의 융합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와, 학교 내 융합교육을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융합학문의 분야 및 교육 사례

1. 인지과학분야

인지과학은 뇌와 마음과 컴퓨터에서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게서 각종 정보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며, 그러한 정보처

리를 통해서 지능이(인간의 자연지능이건, 컴퓨터의 인공지능

이건, 동물의 지능이건) 어떻게 가능하게 되고 구현되는가, 또 

응용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려는 종합과학이다. 이와 같은 인

지과학의 학문세계와 사회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를 정보처리적 컴퓨터로 개념화하고 인간지능을 정보처

리 시스템으로 이론화 했다. 둘째, 신경망적 접근을 출발시키

고 뇌영상기법을 중심으로 한 인지신경과학적 접근을 출발 ․
발전시킴으로써, 인류가 “마음-뇌-컴퓨터‘의 문제를 연결하여 

이를 과학의 첨단적 주제로 삼아 탐구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융합과학기술의 전형, 학제적 학문 수렴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지과학은 사회과학에도 많은 확장영역을 제공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국내교육현황으로 연세대학교 인지과학 연계

과정(학부과정)에서는 인지과학입문, 언어와 디자인, 인간과 컴

퓨터의 상호작용 등의 교과목들을 통해 다양한 융합교육을 시

도하고 있다.

2. 나노 및 바이오분야

나노과학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특징으로 기

술될 수 있다. 첫째는 물리, 화학, 재료, 전자, 생물 등 기존 

학문들의 경계를 없애고 횡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영역을 구

축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다학제적 분야다. 둘째는 나노구조

물의 분석, 제어, 합성 등 전 과정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제어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집약도가 요구된다. 셋째는 기존의 시

장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재료, 전

자, 광학, 에너지, 항공우주 및 의학·의료 등의 모든 산업 분야

에서 응용이 가능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

다는 것이다. 넷째는 초미세 상태에서 나노구조체를 합성하기 

때문에 원자재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효율의 극대화, 오염방

지와 제거 및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 고효율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환경 친화적

이다. 다섯째는 자연계의 원자나 분자의 구조와 거종을 지배하

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매우 자연 친화적이다.

한편, 현재의 생물학분야는 기존의 개체주의적 접근방식과 

환원주의적 방식에서 진화생물학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시도

되고 있다. 세포단위의 그리고 보다 더 작은 유전자단위의 설

명과 조작은 많은 생물학 분야에서의 발달을 가져왔으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즉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암 등은 기존의 해체주의적 접근에 의한 해결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의 하나로 나노과학은 거시적인 세계에 대한 조작과 변화를 

넘어서서 분자단위의 조작을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

는데, 이는 나노와 생명공학이 연결되는 고리로서 그 역할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의 나노·바이오분야에 대한 교육 진행과

정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대학교의 고분자 나노공학과의 경우 

학부과정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고분자 ․나노 소재 공학을 

기본으로 부품 ․소재(IT, BT, NT), 의용 ․생체공학(BT), LCD 

(IT), 신 ․재생에너지(ET) 등 모든 학문 분야에서 자신의 소

질과 취향에 따라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당시부터 하이브리드형, ‘교

수의 출신학과가 모두 다르고,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과 취향

에 따라 모두 전공분야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

성하고 있는 것이다. 인제대학교 나노공학부의 경우에는 재료

공학, 물리, 화학, 기계공학의 전공교수들로 교수구성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동아리의 운영을 통해 대학원 수준의 내

용을 학부과정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학

원 중심대학이 아닌 경우 첨단의 융합교육을 위해 전공동아

리의 활성화 및 학점운영의 유연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나노생명화

학공학부는 나노과학, 생명과학, 화학공학과 관련된 기초과학

지식과 다양한 실험실습을 통한 실용적 공학지식을 겸비한 창

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인류의 건강, 에너지, 환경 등 

첨단융합과학기술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나노생명화학공학은 생명과학과 나노과학기술을 화학공학과 

융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종합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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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과 기술 융합 분야

예술과 과학기술분야는 사물의 원리를 느끼고 탐구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탐구의 주제가 서로 달라 

다른 형상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현대에 들어 각기 하나의 

원리를 형상화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융합은 학문적으로 실용적으로 많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실제 일어나

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전공별로 융합교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음악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전공 심화 교육에 중

점을 주면서도, 21세기 예술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전문 음

악인 육성을 위한 융합교육과의 조화를 꾀하는데 주안점을 두

고 있다. 크게 전공 심화 교육, 이론 교육, 융합교육으로 나

뉘며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는 음악원만의 독특한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극원의 교육목표는 전통적인 연극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공연 예술의 출발이자 완성으로

서의 연극’이라는 열린 전제 아래 미래 한국과 세계의 연극 

예술을 담당하고 새로운 지평을 제안할 연극 창작자를 길러내

는 것이다. 예술사 저학년은 예술기반교육, 인문학교육, 연극

입문교육이, 예술사 고학년은 전공심화과정이 중심이 되고, 음

악 무용 미술 전통예술 영화 등 타 예술 분야와의 통섭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영상원의 교육과정운영은 차별화된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융합을 지향하되 이를 위한 전제로서 세부전공의 

다양성을 동시에 유지한다. 예술사 과정은 협동융합과 전공심

화의 균형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매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전문사 과정은 전공심화와 전

공별 특성화에 따른 최고수준의 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술원은 미술 분야에서 영상, 디지털, 컴퓨터 그래픽, 

레이저, 그리고 홀로그램 등 예술과 과학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고, 사회문화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갖는 예

술가를 양성하고자 융합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국예술종합학교의 협동과정은 기존 6개원에 산재되어있던 인

문학적 기초를 다지는 과목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운영방식으로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인 ISD(협동과정: Inter-School 

Division)를 활용하고 있다.

III. 한밭대학교의 융합교육 현황

1. 교과과정에서의 융합교육

이공계 융합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다학제간 캡스톤디자인’

이라는 교과목을 2009년 1학기에 처음으로 개설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설비공학전공과 제어계측공학 전공의 공동지도로 교

과목이 운영되었다. 설계주제로는 “열병합 가스터빈 시스템의 

제어”로서 건축설비공학과 참여 학생은 열병합 시스템의 기본

원리와 운전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제어계측공학 학생

은 이를 바탕으로 Labview1)를 활용한 최적 제어 로직을 개

발하였다. 이공계와 인문사회 영역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전공과 

일어의 협업으로 공통교과목이 운영되었다. 설계 주제로는 “영

상 인식자료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 개발”

로서 그 적용범위를 국내 뿐 아니라 일본까지 확대하고 있다. 

정보통신전공에서는 차량 번호판 추출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

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였고 일어전공에서는 차량 번호판 내 

문자구별을 위해 일본어의 문자적 특징을 제공하고, 현재 일

본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문헌 

및 특허를 분석하여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찾았다. 옴니버

스 교양강좌가 개설되어 다양한 학문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공학도들에게 관련된 법률 및 지식재산권에 대

하여 소개하는 교과목인 ‘기술과 법률’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

고 있고, 기술과 경영의 융합관련 교과과정에서는 공학과 경

영이 융합된 ‘기술과 경영’, ‘공정관리’를 들 수 있다.

2. 비교과과정에서의 융합교육

융합교육의 관점에서 운영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으로서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과 ‘공학 글쓰기’ 둥을 들 수 있다. 융

합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체계적으로 터득하

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창의

성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창의적 사고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개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활동으로 

구성되어있다. 한밭대학교의 경우 공과대학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인문학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접

해볼 기회가 매우 적다. 이에 공학적인 주제를 인문학적 글

쓰기로 접근해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Table 2는 공학 

글쓰기의 강의 내용을 나타낸다.

Table 1 Contents for the creative education program

주수 강의 내용

1-3주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성의 중요성
수학, 과학, 언어, 예술, 설계 내 창의적 사고
사고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훈련

4-7주
창의적 사고 개발 기법 적용
TRIZ 기법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신장 활동

8주 창의활동 자료 적용 및 창의적 아이디어의 평가 활동

1) NI사에서 개발한 비주얼 프로그래밍언어로서 실험 장비를 측정하
거나 공정 자동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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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llabus for the engineering writing

주수 강의 내용

1주
글쓰기의 목적, 필요성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요소
글을 잘 쓰기 위한 평소 노력

2주
글쓰기 바로 전에 꼭 해야 할 일
글쓰기를 시작하고 난 후에는 진행법
퇴고의 방법

3주
바른 글을 위한 점검법
자기소개서 쓰기
대화와 문장의 설득력 

IV. 한밭대학교 융합교육 목표 및 추진전략

1. 한밭대학교 융합의 목표

한밭대학교는 공과대학이 중심인 대학으로서 융합교육이 공

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데 있다.

2. 추진전략

공학중심의 융합교육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학

내의 융합교육과 공학을 중심으로 타학문분야와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공학 

내 학문분야간의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문분야간의 연

계 전공 또는 융합전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전기 ․전자공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

는 ‘로봇공학 프로그램’,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등 

나노화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공학 프로그램’, 바

이오와 전기 ․ 전자공학의 융합을 통한 ‘생체공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융합프로그램의 운영을 산업체 수요를 파악하여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융합프로그램의 운영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정착시키고자 하며, 교과

목 단위의 융합교육 활성화는 ‘다학제간 캡스톤 디자인’ 교과

목의 활성화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학제

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수강신청자에게는 학과단위의 캡스

톤 디자인 교과목 수강을 대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아

울러 대학은 분반의 활성화, 재료비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공학과 타학문분야의 융합교육의 활

성화 측면은 크게 공학과 경영학의 융합교육과 공학과 인문사

회과학의 융합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공학

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최종 설계의 산출물로 개발 제품을 제

Table 3 Plans for the convergence education in Hanbat 
National University

융합 분야 개발 예정 교육프로그램

공학 내 융합교육

산업체 수요 기반 융합전공 프로그램 개설
로봇공학프로그램
에너지공학 프로그램
생체공학 프로그램

다학제간 캡스턴디자인 활성화

공학과 경영학 융합
‘기술과 경영’ 수강 의무화
대학원 내 기술경영 프로그램 운영

공학과 인문사회과학융합 공학과 법의 융합을 통한 특허교육 기술글쓰기

시하게 되며, 이 경우 개발되는 제품의 경제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학 관련 교육은 공학도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공과대학 재학생에게는 ‘기술과 경영’ 

교과목의 수강을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밭대학

교에서는 ‘기술과 경영’이라는 교양교과목의 운영뿐만 아니라 

공학과 경영학 분야의 학제간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기

술경영프로그램을 대학원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환

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

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학과 법학의 

융합을 통한 특허교육, 공학과 의사소통기술(글쓰기) 융합을 통

한 기술글쓰기 교육, 공학과 철학 등의 교과목 개설을 통해 달

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계획 융합 프로그램

이상의 다양한 융합교육 추진방안들을 살펴보면 크게 교육

과정의 개발, 교과목의 개발, 비교과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분야간의 

학제간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참여교수들로 프로그램 위

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개발 및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융합 교과목 개발 측면에서는 학제 

간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외에도, 각 학과별 융합교

과목 개발에도 지원해야한다. 비교과 융합 프로그램의 운영 측

면에서, 특정 교과목 형태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 단기 특강 

형태의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시로 융합

교육관련 워크샵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융합교육에 대

한 구성원의 인식 제고 노력을 꾀할 예정이다. 공학과 인문학

간의 융합형태는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관

련된 기존 출판 도서들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관련 도서를 활용한 

독서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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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융합을 위한 대학의 역할

1. 국내 대학 융합교육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여러 대학들이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21세기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제간 연

구 및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선구적으로 시행하고 있으

나, 여전히 현실은 융합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연세춘추; 연대신문). 이는 융합교육에 대한 홍보부

족이나 현실적인 수강부담, 수강학생들의 열의부족, 연계전공

을 총괄하는 부서의 부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학생 및 교수들의 자발적 의지와 학사운영 시스템의 부재

로 대변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미래 대학의 역할에서 고찰

해 봄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향후 융합 교육의 방향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과학 및 사회분야 문제, 그리고 환

경문제 등은 지금의 분화된 학문분야의 개별 노력만으로는 해

결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식하고 있

다. 이는 기존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시대흐름 속에서 대학의 역할은 연

구측면에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틀어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답하는 부분부터 실제 산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인력양성 측면에

서도 다양한 산업군 및 학계 인재 등을 양성하는 데 있을 것

이다. 즉,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는 큰 

전제를 가지고, 이러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하나

의 방법인 ‘생태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다. 이 점은 최근 융합교육에 대한 기업의 수요에 대한 주제

로 2009년 연세대학교 공학기술경영센터에서 기업의 인사담

당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결과

를 분석해보면 이점은 더욱 명확해진다(신선경, 2009). 신입

사원에서 관리자, 그리고 임원으로 올라갈수록 공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 도덕성 등 보다 포괄적 융합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공계의 융합교육의 필요성

에 대해 창조적 전문인력의 확보와 조직간 의사소통역량의 증

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고 답하고 있다.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우선 선행적으로 학생들과 교수들

의 융합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절실함이 있어야 할 것

이다. 교수들의 경우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학생들 또한 ‘생태학적인 사고와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와 산업구조의 학문적 성격을 

고려한 융합교육의 창조가 필요하다. 순천향대학교에서는 기존

의 학과중심으로 수행된 교과과정이 아닌 주변 산업과 연계된 

융합프로그램전공을 개설하였다(신혜종, 2005). 융합프로그램

전공에는 정보디스플레이프로그램전공, 의료복지프로그램전공, 

자산관리프로그램 전공 등이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선택 동기에 있어서는 취업 및 평

소 관심에 따른 선택이 많았고 만족도에 있어서는 71%가 만족

한다로 답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11개의 프로그램에서 현재 

5개만 운영되는 것으로 볼 때 충분한 준비 없이 구성된 융합

학과나 학부 그리고 관련프로그램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반성은 큰 테두리의 학교체제에서 각 학교내부 운

영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융합의 시도는 개별교

수의 연구적인 측면과 교수들 사이의 교류측면 두 방면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첫째 방법은 학교당국의 장려의 

측면에서, 둘째 방법은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학교에서는 화공생물공정과와 산업시스템학과, 그리고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와 건축학과가 시범적으로 다학제간 캡

스턴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산업수요와의 연계, 현

실적 학생참여를 위한 제도적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밝

히고 있다(이재섭, 2009). 마지막으로 융합의 전체적인 학교 

틀에서 학생들 스스로 자치그룹형성과 이에 대한 물질적 제도

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 학제에 따라 대

학원과 학부로 구분한다면 각각의 체제에서 ‘융합교육’이 자

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small group’의 운영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공동아리의 육성 및 활성화

는 융합의 실질적인 실험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공동아

리의 경우 자치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에서 재정적인 지

원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교수들이 일정부분 관리하는 형태

가 될 것이다. 이들 동아리들이 서로 교류하고 자체적으로 다

양한 전공분야 및 융합분야의 공부 및 연구를 통해 자연스럽

게 그리고 자생 가능한 운영조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대학 내 학제간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

들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밭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대학 내 융합교육의 운

영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융합교육

의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대학 내 융합

교육의 운영사례와 문헌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

내 대학 내 융합교육의 분야로서 인지과학분야, 나노 및 바

이오분야, 예술과 기술 융합분야가 학과교육과정의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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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융합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밭대학교의 

경우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에서 융합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향

후 교육과정의 개발, 교과목의 개발, 비교과 특별 프로그램 등

을 개발이 주요 융합교육 추진 방안으로 설정하였다. 국내 융

합교육의 방향으로 우선 학생들과 교수들이 융합교육의 의미

와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학교와 산업구조의 학문

적 성격을 고려한 융합교육의 창조, 학생들 스스로 자치그룹

형성과 이에 대한 물질적 제도적 지원해야 할 것이다. 

VII. 요 약

본 논문은 한밭대학교 융합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융

합학문 분야의 특징과 국내 대학의 융합교육 현황에 관해 연

구한 내용이다. 각 학문분야별로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융합교육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대학의 융합교육의 

효과적인 방향을 도출하였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융합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에서 출발하여, 학교와 산업구조

의 성격을 고려한 융합교육의 창조, 그리고 융합의 전체적인 

학교 틀에서 학생들 스스로 자치그룹형성과 이에 대한 물질

적 제도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논문은 한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와 한동대학교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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