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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이 

생존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융합교육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희망 융합 학문 분야 

등을 조사·분석하여 전문대학의 융합교육에 필요한 학문 분야별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IT 분야

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융합 희망 분야에 대한 인식 비교를 통해 향후, IT 분야 융합교육의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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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해 대학은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학이 생존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융합교육이다. 다학제간 융합을 

통해 인문학이나 공학, 예체능 계열 등을 융합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특정 전공을 뛰어넘어 복합적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견지하고 있다. 융합교육은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1][2]. 인문학이나 예체능 계열에 과학기술을 

결합한 융합기술교육, 전공을 넘어서 교양이나 인성교육까지 융합하

는 융합교양교육,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창의력이나 예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의융합교육 등 다양한 융․복합 학제 간에 

실시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도 2·3년 

편제를 고려하여 전문학사에게 필요한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융합 교육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M대학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희망 

융합 학문 분야 등을 조사·분석하여 전문대학의 융합교육에 필요한 

학문 분야별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IT 분야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융합 희망 분야에 대한 인식 비교를 통해 향후, 

IT 분야 융합교육의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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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전문대학 융합교육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 인식 분석

1.1 조사 대상

2018학년도 2학기 M대학 교수 88명과 재학생 1,396명을 대상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IT 관련학과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학‧정보학부의 교수자의 수는 37명(42.0)%이고 

학습자의 수는 423명(30.3%)이다.

1.2 조사 내용 및 방법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인식, 

융합교육의 정의 및 융합희망 학문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속 계열에 따른 의견 분석을 통해 분야별 

의견 및 요구의 차이점을 조사․분석하였다. 교수자 설문은 총 20개의 

문항으로, 학습자 설문은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18학년

도 2학기 12월 2~3주에 걸쳐서 학생은 온라인으로, 교수는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을 모두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 연구결과 및 분석

융합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수자와 학습

자 모두 “자기 전문분야 외 다른 분야를 추가하여 자기 전문분야의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교육”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른 

2가지 이상의 전문분야를 합친(물리적, 유기적) 교육”에 대해 학습자

는 10.3% 응답하였고, 교수자도 4.7% 응답하여 가장 적은 의견으로 

나타났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융합교육의 정의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볼 때,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전공분야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융합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융합교육을 희망하는 학문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Fig. 1]에서와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디자인을 1순위로, IT를 

2순위로 선택하였다.

Fig. 1. Comparison of professor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desired convergence areas

<Table 1>에서와 같이 계열에 따라 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수자

가 응답한 학문분야에 대해 공학‧정보학부는  디자인(50%), 코딩기술

(29.4%), 경영‧사회학부는 경영학(80%), 세무(50%), 어학‧교육학부

는 인문학과 디자인(각각 33.3%), 예술‧건강학부는 IT(64.7%), 디자

인(47.1%) 순이었다. 학습자는 공학‧정보학부는IT(34.4%), 코딩기

술(25.9%), 경영‧사회학부는 어학-영어(23.8%), IT(22.7%), 어학‧교

육학부는 인문학(34.1%), 디자인(33.6%), 예술‧건강학부는 디자인

(34.3%), 어학-영어(26.4%) 순이었다.

구

분

상세구분

(학부)

교수자 학습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계

열

공학·정보 디자인 코딩기술 IT 코딩기술

경영·사회 경영학 세무 어학-영어 IT

어학·교육 인문학/디자인 인문학 디자인

예술·건강 IT 디자인 디자인 어학-영어

소계 88 100 1,396 100

Table 1. Desired convergence filed by department of 

professors and students

융합교육을 희망하는 학문분야와 계열별 융합 학문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학과와 계열에서 IT 분야와의 

융합이 자신의 학문분야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T분야가 소속되어 있는 공학‧정보학부는 

디자인 분야와의 융합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고, 디자인 분야가 소속되

어 있는 예술‧건강학부도 IT분야와의 융합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분야 간에 희망하는 융합학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융합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보다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III. 결 론

본 연구결과 다수의 교수자와 학습자가 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고, 융합교육을 통해 전공분야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디자인 영역과의 

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융합 방법 및 운영 모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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