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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suggest the THAMS Clinic Camp program to train the interdisciplinary students with humanistic knowledge 

as well as the skills to perform the scientific and engineering works. Since the future of society is required students with the ability 
to elicit an emotional empathy, THAMS Clinic Camp program has been planed and performed from year 2012 based on the comprehensive 
liberal learning. The average employment rate over the past three years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AMS Clinic Camp program 
showed 7% better than the overall average employment rate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e another visible educational outcomes 
of the THAMS Clinic Camp program are following; i) To take place the conversion of recognition for the interdisciplinary activity 
by breaking down the walls between fragmented disciplines to students and ii) To provide the opportunity that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ast and refocus the current to have the idea to plan for the future in the right direction. 

Keywords: THAMS Clinic Camp, Interdisciplinary Ability, Engineering Education, Creativity, Solving-Problem Ability

I. 서 론1)

60년대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은 짧은 기간에 세계가 놀랄 정

도의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실적위주의 과학 

및 공학 교육, 근대화와 산업화의 압박 때문에 그에 못지않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과학 기술은 대내

외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다. 2010년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의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정책보고서에(1) 의하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13.7조원으로 연 평균 10% 내외로 안

정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매년 

상승함에 따라 한국의 SCI논문 게재 수(2) 가 1989년 1,382편

에서 2008년 35,569편으로 약 26배의 증가를 기록하는 등 괄

목할만한 수준으로 성장하 고, 현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

상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가 20세기 초 과학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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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향을 주었다(3). 점점 복잡해지고 다

양하게 변하는 현대의 사회는 과거와 달리 많은 복합적인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학문과 지식을 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인재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4,5). 미래의 과

학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융합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학 융합교육에 대한 지원은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안동대학교를 비롯한 62개의 공학계열 

학교가 정부의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각 대학별

로 특성에 맞는 융합교육에 대해 운 하고 있다.   

이공계 중심의 문제 해결적 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원하

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융합교육에 대한 도전과 이공계 위기론

(6)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균형 잡힌 발전에 대한 성찰

과 성숙된 역사의식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되풀이 

되는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학

생들에게 펼쳐질 미래를 예측하여 반복되는 실수와 재난을 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고 판단하는 것에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동양이 가진 전통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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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한 사상, 자연관의 장점과 서양이 가진 실용적이며 깊은 

철학의 우수성이 합쳐져 한층 개선된 과학 기술적 진보가 이루

어지길 바란다. 과학은 깊고, 넓고, 멀리 보는 눈을 키우며 다

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과

학 정신이 깃든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가진 합리적인 시각과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진보는 미래에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융합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현 교육부)는 STEAM 교육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인문･예술 기반의 융합교육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7,8). 국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은(9,10) 공학적 설계 방식을 바탕으로 다학

제간 종합설계 교과 운 에 역점을 두고 있어, 공대생의 철학

과 역사 인식 부재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크다. 학생들이 역사

를 배우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은 지난 조상들의 발자취를 되돌

아보면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재조명하며 앞으로 대학생

들에게 펼쳐진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하는 데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대생에게 단순한 과학 기술의 교육에 관

한 내용이 아닌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과학기술적 업무를 수행

할 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THAMS CLINIC CAMP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자 하는 

것이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기술과 인문학, 

예술 등이 접목된 융･복합 교육(4,5)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

식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

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프로그

램을 통해 얻어진 교육성과를 공학교육 학회를 통해 확산시키

고 자 한다.

II. THAMS 융합교육

1. THAMS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미래사회는 감성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기에, 종합적 교양 학습을 바탕으로 한 THAMS 

CLINIC CAMP를 계획하여 안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

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THAMS는 Technology (기술), Humanities(인문학), Arts(예

술), Mathematics(수학) 과 Science(자연과학)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THAMS CLINIC CAMP는 THAMS교육을 통

한 다양한 융·복합 과목의 개발과 프로그램 운 으로 학생들에

게 창의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아우

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HAMS CLINIC CAMP 프로그램은 매년 2학기 12주 동안 

진행하며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과 공학 강좌를 수요일 오후 

7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THAMS CLINIC 

CAMP 프로그램의 강연내용과 자료는 안동대학교 대학교육개

발원에서 구축한 온라인 SMART-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공개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 주 학생들은 강연이 끝난 후 SMART-LMS에 

THAMS CLINIC Paper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Fig. 1 참조). THAMS CLINIC CAMP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 기술,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 뿐 아니라 참여 학생들의 전공분야와 성별의 다양성을 극

대화하는 융합 팀을 구성해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문화 예술 

기획전 및 레고를 이용한 로봇 프로젝트 등을 운 하 다. 이

처럼 융합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스

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며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12,13,14). 다양

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로 팀을 구성해 이들 프로젝트를 수행함

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자 시도하 다. 

이러한 시도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향을 많이 받은 강연은 인문학 

분야의 강연이었다. 다수의 이공계열 학생들은 지금까지 받아

왔던 여느 교과목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접

하면서 생소했던 철학, 사상,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고 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절된 학문 간의 벽을 허무

는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1차년도 THAMS CLINIC CAMP 프로그램은(11) 인문학 분

야에서 3강좌, 자연과학 2강좌, 예술 2 강좌, 공학에서 2강좌

를 개설하 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단순한 역사교육이 아니다.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어떠한 

향을 끼쳐왔는지에 대한 성찰과 사회, 문화, 사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 성장 발전해왔는지에 대하여 끊임

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인문학, 예술 분야와 자연과

학, 공학의 연계성과 응용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

다.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동·서양의 철학 사상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국철학, 동양철학

과 서양철학 그리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에서 각각 

1 강좌씩 개설하 다. 개설된 강좌의 내용과 SMART-LM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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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mart-LMS screen capture for THAMS CLINIC CAMP

올라온 학생들의 반응을 간단히 분석하면, 한국철학에서는 “조

선 후기 왕세자의 교육”의 주제 강연에서 세자들이 어떤 방식

으로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학습내용 평가를 받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강연이었다. 학생들은 본 강연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

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의 기원, 이성인가 경험인가?”

의 주제 강연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공대생들에게 한 가지 

답이 아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좋은 강좌 다. “공자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국사” 강연은 세상

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과 사람다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교

육이었다. 인문학 분야 마지막 강좌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분야로(12) “캐릭터 기획과 라이선싱 전략”이란 주제

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강연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중

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분야의 강좌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화, 공연, 연극 또는 

미술품을 감상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현대공연 예술과 미술 

평론에 관한 강연을 준비하 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자성물

리의 응용”과 “정다면체의 일반화” 강연을 통해 자연과학이론

이 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학생들이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기

초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학 분야에서

는 “예술에서 공학을 보다”라는 주제를 통해 학생들은 예술품 

속에 숨어있는 공학적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되는 시

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차년도 THAMS CLINIC CAMP 프로그램을 종료되는 시점

에 학생들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수집하여 분

석한 결과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

가와 함께 인문학과 예술분야의 강좌가 적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1차 THAMS CLINIC CAMP를 마치고 많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

다. 2차 THAMS CLINIC CAMP 에서는 수동적인 지식전달의 

강의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인문학과 문화산

업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팀워크를 이루어 수행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 하 다. 

2차년도 THAMS CLINIC CAMP 프로그램은(13)  “청춘 공

감 인문학”, “감성 콘텐츠 기획”, “청춘 공감 콘서트” 등 3분야

로 나누어 진행하 다. “청춘 공감 인문학”분야에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엇갈린 주장을 포함해 5강좌

를, “감성 콘텐츠 기획”분야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콘텐

츠 소재를 발굴하고 기획서와 설계도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 다. “청춘 공감 콘서트”에서는 외부 유명 인사를 초빙

하여 “그리스 문명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창조조건”과 “21세

기 교육의 새로운 체계”의 주제 강연을 통하여 학생들이 과거

를 이해하고 현재를 재조명하며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펼쳐진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

록 하 다.

안동대학교에서 역사, 문화, 콘텐츠, 인성, 기술과 과학 등 다

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한 장소에서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THAMS CLINIC CAMP 뿐이다. 전공 공부

에만 몰두하며 계산기를 이용해 답을 구하는 문제만 생각하던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충격으로 다

가갔다. 특히 공자, 축제, BT와 IT등 전혀 서로가 어울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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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기획하고 이야기

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다. 많은 학생들이 감성 콘

텐츠 기획 교육과정을 통해 고정 관념과 틀에 박힌 단순한 사

고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

회 다고 말을 한다. 또한 이러한 인문학적 경험과 콘텐츠들을 

학생들은 각자 전공과의 연관성에 대한 눈을 뜨고 타 학문과의 

융합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학생주도형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실시하는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를 수행하 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조장과 조원의 협력과 소통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와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콘텐츠(8,12)를 완성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진행 중 문제에 봉착하면 팀원들이 아이디어 모으고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10). 그러나 이런 

형태의 수업은 많은 학생들이 과제 수행이라는 심리적 부담으

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3차년도 THAMS CLINIC CAMP 프로그램은(14)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가치아래 정신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학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자 “전통으로 탄생되는 천연염

색”, “전통문화와 건축문화” 등 강연을 진행하 다. 또한 이번 

Camp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레고를 이

용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배우고, 자

유로운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상력을 현실로”의 

주제 하에 레고를 이용한 창의 공학 캠프를 진행하 다. 

THAMS CLINIC CAMP 마지막 12주차에 성과 발표와 레고를 

이용한 로봇 씨름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성취도를 

높이고 팀워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THAMS CLINIC CAMP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은 75명을 

정원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과학기술과 

인문학, 예술 등이 접목된 융･복합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 다. 3년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225명이며, 3년 간 연속으로 수강한 학생은 22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성별 분

포는 1차년도에는 참여 학생의 15%가 여학생이었으나 2차년

도에는 여학생의 비율이 26%로 크게 증가하 다. 그러나 3차

년도는 여학생의 수가 12%로 극감하 는데, 레고를 이용한 팀

별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참여를 저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과대학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Fig. 2c

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차년도는 참여 학생 중 공대생들이 80%

를 차지하고 인문대와 예･체대 학생은 전무하 다. 그러나 2차

년도는 공대생의 비율이 57%로 감소하고, 인문대 학생들의 참

여가 13%로 크게 증가하 다(Fig. 2c 참조). 

Fig. 3은 3년간 학년별 CAMP 참여 학생 현황을 나타낸 결

과이다. Fig. 3a에서 보는바와 같이 1차년도에는 2학년 학생들

이 가장 많이 수강 신청을 하 으며 3학년 학생들이 그 뒤를 

이었다. 2차년도는 3학년 학생 수강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

년별로는 2, 3학년 학생들이 전체 수강인원의 70~80%를 차지

하 다. 12주의 THAMS Camp 중 8주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수료증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1차년도에 64%, 2차년

도 59%, 3차년도 89%로 평균 70%의 학생이 본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있다. 

(a) 년도별 참여 학생 수 

(b) 년도별 참여 학생 성별 인원

(c) 단과대학별 학생 분포
Fig. 2 Student distributions attended in THAMS CLINIC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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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참여 학생 학년별 분포

(b)  참여 학생의 수료율

Fig. 3 Class level distributions for students attended in 
THAMS CLINIC CAMP

2. THAMS Camp 교육 효과

THAMS CLINIC CAMP의 교육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학

교육혁신센터는 프로그램 종료 마지막 주에 학생들에게 프로

그램을 통해 깨닫고 느낀 점을 작성한 감상문을 제출토록 하

다. 학생들의 감상문을 검토한 결과 THAMS CLINIC CAMP프

로그램 강좌를 청강하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

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향을 많이 받은 강연은 인

문학 분야의 강연이었다. 다수의 이공계열 학생들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여느 교과목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생소했던 철학, 사상, 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고 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절된 학문 간의 벽을 허무

는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본 프로그램의 학생 수강 참여는 100% 자발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1차년도의 경우 참여 학생 75명 중 64%에 해당하는 

48명의 학생들이 전체 과정 중 70% 이상 출석하 다. 2차년

도는 59%에 해당하는 44명의 학생이, 그리고 3차년도는 89%

에 해당하는  66명의 학생이 70% 이상 출석하 다. 프로그램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녁시간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학과 내에

서 다른 행사들과 겹치거나 또는 시험기간과 겹치는 등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본 프로그램 참여율 70%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님에 틀림이 없

다. 더구나 THAMS CLINIC CAMP에 시간을 내어 참석한다

고 해도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전체 참여 학생의 70% 내외의 학생들이 70% 이상 본 

프로그램 출석률을 보인 것은 THAMS CLINIC CAMP 프로그

램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공학

교육혁신센터는 3년간 THAMS CLINIC CAMP프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 225명 중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 43

명 중 대학원 진학자 12명을 제외한 31명을 추적 조사하 다. 

이들 학생들의 취업현황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5년 5월 1일 

현재 18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취업자 13명은 

현재 공무원 또는 교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THAMS CLINIC CAMP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한 학생 

중 15%는 한국가스공사와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진출하고 85%의 학생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안동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 46%가 수도권

과 대구･경북 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54%의 졸업생은 경남 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에 자리

를 잡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2014년에 건강보험 등록 

기준 평균 취업률은 51.7%로 조사되었으며, THAMS CLINIC 

CAMP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등록 

기준 평균 취업률은 58.1%로 안동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약 

7%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3. THAMS Camp 설문조사 결과분석 

그림 4는 THAMS CAMP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설

문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기술과 인문학, 예술 등이 접목된 융･복
합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이 향

상되었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71%의 학생이 인문

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하 다. THAMS 프로

그램은 취업 및 진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느냐의 설문에 

있어서는 64%로 그림 4에 보여준 타 항목에 비해 다소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있어 본 



THAMS Clinic Camp 운 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 방안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8(6), 2015 85

(a)

 

(b)

(c)

 

(d)

Fig. 4 THAMS Clinic Camp program survey results

(a) 1차년도 프로그램 만족도

 

(b) 2차년도 프로그램 만족도

(c) 3차년도 프로그램 만족도
Fig. 5 THAMS Clinic Camp program satisfaction survey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선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5는 3년간 수행한 THAMS 프로그램의 주차별 강연 내

용에 대해 참여 학생들에 의한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년도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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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분야, 예술분야, 공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등 다양한 분야

에 대하여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 다. 주차별 평

균 강의 만족도는 75.7%이나, 자연과학분야인 수학과 물리학 

강연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는 62%와 65%로 현저하

게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학과 

물리학 등 어려운 교과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을 새삼 느낄 수 있다. 2차년도와 3차년도 프로그램을 계획

할 때는 전년도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 하여 프로그

램을 계획하고 진행하 다. 이러한 결과 2차년도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1차년도에 비해 5% 정도 증가하 다. 그러나 2차

년도 프로그램은 인문학 중심의 강연 위주로 진행되어 학생

들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단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3차년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증

진시키고자 레고를 이용한 로봇 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하 다. 

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1차년도에 의해 12% 정도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Ⅲ. 결 론

안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

로 과학, 문화,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및 전문 지

식을 보유･활용하며 상상력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에 대한 욕구가 높은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고민하여 왔다. 그 결

과 안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적절한 교육방법으로 과

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

는 THAMS CLINIC CAM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 되는 본 프로그램은 교내에서 

학생들이 과학, 문화,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

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수행과

정을 통해 고정 관념과 틀에 박힌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다

양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고 말을 한

다. 또한 THAMS CLINIC CAMP는 학생들에게 각자 전공과 

타 학문의 연관성과 융합에 대한 눈을 뜨고 생각하게 하는 계

기가 되었다. 

THAMS CLINIC CAMP 프로그램 운 은 3년밖에 되지 않

아 본 프로그램의 정량적 교육적 성과를 얻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이긴 하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졸업한 학생들을 조

사한 결과 취업률은 58.1%로 나타났다. THAMS CLINIC 

CAMP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등

록 기준 평균 취업률은 안동대학 전체 평균 취업률보다 약 

7%정도 취업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과학 기술

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과학기술

적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적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THAMS CLINIC CAMP프로그램의 목적

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본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

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 교육성과는 3년 간 본 프로그램

을 운 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은 학생들에게 분절된 학문 간

의 벽을 허무는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과 학생들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재조명하며 앞으로 

펼쳐진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안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학생들이 기술,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

야의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통합적 사고력

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선 보안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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