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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 생산, 운송,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따른 의사결정에 기반 한 제조 및 서

비스를 제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였다. 클라우스 슈밥 

이전에도 1990년대 중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의 새로운 수렴 현상을 인터넷 

기술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이 서로 융합하여 세계

를 변화시킨다는 제3차 산업혁명을 이미 언급한 바 있

다1). 현재의 제4차 산업혁명과 제러미 리프킨의 제3차 

산업혁명과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변론으로 하더라

도 제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전반에 급격한 변화

를 일으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경제⋅산업의 급격한 변

*Corresponding author, E-mail: hongyk@ut.ac.kr

화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가 

생산과정의 주체였으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계 설비의 서비스를 받아 부품 및 제품 스스로 생산

과정을 거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

서는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리쇼

어링(reshoring)현상과 함께 단순 사무직과 낮은 숙련

도를 가진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빅데이터, 사

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량 등의 기술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분야에서 신규 일자리와 함께 고숙련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을 포함한 고등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

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커리큘럼 변화 및 학사 제도 개

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2).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기존 교육기관에서 배운 

융합 공학교육을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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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

직과 전직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빠른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사 제도로서 마이크로 디그

리 (마이크로전공, 단기 학위)의 배경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대학으로의 적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

고자 한다.

2. 마이크로 디그리 정의 및 현황

2.1 마이크로 디그리 배경과 정의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산업체 

수요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이 보유한 스킬의 미

스매치(mismatch)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위기

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술 변화에 따른 교

육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존 학문단 중심의 학사 조직은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재

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역량에 대한 비중이 변함에 따

라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학문 체계와 지식에도 변화

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교

과와 전공교과로 나눌 수 있으나 2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 이후 교육부는 역량기반 교육 강조에 따른 비교

과과정 확대와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 전공간

의 칸막이를 넘어선 지식간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제

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상기의 경제⋅사회적, 교육 정책의 변화를 종합하

면 앞으로의 대학은 학문단위 별로 학생을 묶어서 교

육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

른 교육과정을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방

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학이 더 이상 전통적인 학문

분야 별로 기존에 확립된 지식을 가르치는데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

로서 마이크로 자격증(micro-credential)이 주목 받고 

있다. 마이크로 자격증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 여기에는 마이크로 학위(micro degree), 나노 학위

(nano degree),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 또는 대체 디

지털 자격증(alternative digital credential)을 포함하고 

있다. 마이크로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보면 정규 학위 

과정과의 동등성 보장은 불가하지만 자격 증명으로서 

복수의 이수는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수기간 측

면에서는 정규 학위 과정에 비해 단기간에 학습이 이

루어지는 단기 학습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

편 일부에서는 사회의 특정 요구에 초점을 맞춤 더 큰 

학위의 하위에 있는 일부 공통 주제로 마이크로 자격

증을 정의하기도 한다4). 그러나 복수의 마이크로 자격

증으로 주전공 수준의 단일한 학위를 정의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마이크로 자격증의 대표적인 예로서 나노 디그리

와 마이크로 디그리를 Table 1에서 비교하였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Udacity의 나노 디그리와 Davinci 

coders의 마이크로 디그리와의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나노 디그리가 4차 산업혁명 주도 신기술에 집중되어 

있다면 마이크로 디그리는 IT관련 기술 뿐 아니라 직

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술 관련 학위를 제공한다는 

구분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주체 Udacity Davinci Coders school

설립자
2011년 스텐포드 대학에서 시작, Sabastian Thrum, David 

Stavens, Mike Sokolsky에 의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2012년 Thomas Frey에 의해 설립

학위기간 3-6개월 3개월

특징

- 구직 및 재취업을 중심으로 구성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에 집중

-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나노디그리를 획득한 

학습자들에게 구직 기회를 지원하고 알선

- 기업을 스폰서로 한 과정 운영

- 미국에서 최초로 micro college로서 허가, 
마이크로 학사학위 제공

- 세계 최초 3개월 마이크로 학위 수여

- 학습 내용의 다양성 인정, IT관련 기술에 대한 

학위 및 학점 인정 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관련 학위 제공

비고
- 학교 교육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분야

- 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
- 국내의 학점은행, NCS와 유사한 면이 있음

Table 1 Comparison of nano-degree and micro-degre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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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차이가 있다. 

2018년 7월 교육부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

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

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한바 있

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 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 문제로 인해 기술⋅산업 및 고용

구조의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의 지형과 직무역량 변

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른 대안

으로서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교육을 

통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K-MOOC에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신설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마이크로 디그리 

등 단기과정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5). 

2.2 국내 대학의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 현황

국내에서는 한양대(ERICA)를 필두로 해서 인하대 

한남대 등 이미 다수의 대학들에서 부전공과 복수전

공의 하위 단계로 마이코로전공을 도입하여 운영 중

에 있다. 한양대(ERICA)의 경우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관심 있는 타전공의 세부전공 분야를 

최소의 이수 부담으로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이

코로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 6개 단과대학, 18

개 전공 내 34개의 마이크로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마

이크로 전공 신청 자격은 한 학기 이상 성적이 있는 재

학생으로 마이크로전공이 개설된 학과 소속 학생은 

신청할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다6). 

인하대는 유망산업 및 융합학문 분야에 대하여 신

청 및 선발 부담 없이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9학점

만 이수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마이크

로 전공을 도입하였다. 마이크로전공을 계절 학기에 

개설함으로써 정규 학기 중의 강의시간표 중복 및 수

강신청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이 특징이며 해

당 분야에 관심이 있을 경우 부⋅복수 전공 또는 융합

전공으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7). 2019년 7월

에 첫 수강생을 모집한 이래 방학마다 80명 내외로 운

영하고 있다. 당초 유망산업 및 융합분야로 시작하였

으나 향후 지역학 및 다문화를 포함한 지역전문가 양

성과 지적재산권과 창업을 포함한 지식재산 과정 등

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남대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기술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러닝과 창업영역까지 확대하였다. 서비

스러닝의 경우 학생 각자의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사

회 문제를 탐구하고 현장 활동과 성찰을 통해 사회문

제 해결과 이를 통한 사회혁신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교육과정은 기초교과, 탐구교과, 실전교과의 체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수 후 봉사활동에 따른 정책제

안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비스러닝 마이크로 디그

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별히 재학생이 예비 사회

적 기업 창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 실무자와의 팀을 구

성한 디자인 씽킹 수업을 통해 실무자의 실무 경험과 

학생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하여 사회혁신에 필요한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8). 이는 최근 

대학에 요구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교육과정화 

한양대(ERICA) 인하대 한남대 목원대

분야 인문, 공학, 예체능 4차 산업 서비스러닝, 창업, IT 교양 및 지역학

개설내역

스마트제조, 산업인공지능

중국통상

스포츠경영관리 등 34개 전공 

AI & Data Science, 
빅데이터, 디지털무역융합 

등 6개 전공

서비스러닝, 창업, IoT 
네트워크 등 10개 전공

ICT활용 마스터과정, 인문 

상담 및 치유사 과정 등 

13개 과정 

주관조직 주관학과 주관학과 창의융합학부 교양대학

이수학점 12학점 9학점 이상 6~15학점 12학점

이수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 계절학기 정규학기

이수자격 한 학기 이상 성적 보유자
주관학과 소속 학생 

제외한 전체 학생
전체 학생 전체학생

학위부여 성적증명서에 별도 표시 성적증명서에 별도 표시 이수증 발급
이수증 발급, 3개 이상 

이수시 별도 교양학사 부여

특장점
부전공 및 제2전공이 

부담스러운 학생을 위함

4차 산업 중심, 향후 지역 

전문가 분야 확대

서비스러닝을 마이크로 

전공화하여 지역사회 기여

교양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영역별 교양 이수와의 

차별성 모호

Table 2 Current status of micro degree in several domestic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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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부산가톨릭대는 미래사회 유망산업 및 융합학문 

분야에 대한 이수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양하고 폭

넓은 전공지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작은 단위

(12학점)로서 기존 융합전공(21학점)의 하위 단위로

서 운영하고 있다. 가령 과학수사융합전공의 경우 하

위단위로 법안전, 법과학, 디지털포렌식 마이크로 전

공을 두고 있다. 주목할 것은 2020학년도부터 졸업요

건으로 마이크로전공을 의무화 했다는 점이다9). 

교양분야를 마이크로학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

다. 목원대는 교양교육과정으로 마이크로 디그리를 

편성하여 대학이 정한 5대 핵심역량에 따른 체계적인 

교양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의 주전공과 상관

없이 학부 재학생이면 누구나 이수가능하게 하였으며 

ICT 활용 마스터 과정 등 13개의 교양 마이크로 디그

리를 두고 있다. 또한 지역학 인재 양성을 위해 

GCP(Global Challenge Pathfinder)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하고 있다10). 

3. 융합교육과 마이크로디그리

3.1 한국교통대 융합교육 현황 분석

마이크로 디그리로 대표되는 전공 간 칸막이를 넘

어선 최신 기술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 이

전에 우리 대학에서는 융합학부를 통해서 기존의 학

문단 중심의 교육을 탈피 제품과 서비스 중심의 융합

교육을 실시해왔다. 2011년도 대학통합을 추진하면

서 교통기술 부문별 정책으로부터 가치의 확산 단계

별로 제품 및 서비스 중심의 특성화 분야를 선정한 바 

있었다. 이는 당시에 국내 최초로 시도된 학부 수준에

서의 융합 교육으로서 독립된 학과로 운영하지 않고 

융합교육학부(現 창의융합학부) 내에서 유관 분야의 

교수진과 교육시설을 연계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체 

인력도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융합교육을 도모하였다. 융합교육학부에서 초기에 

개설한 미래지능형교통기술, 스마트교통⋅물류기술, 

첨단 융합부품⋅소재, 친환경 에너지기술, 창의적 교

통⋅관광 서비스, 교통약자 보건⋅복지 서비스와 같

은 전공분야는 지금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분야와 거

의 일치하는 앞선 결정이었다. 융합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팀티칭,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 운영과 같

은 혁신 교수법 도입, 캡스톤 디자인과 현장 실습을 의

무화 하는 등 당시로서는 학부 융합 교육에 있어서 선

도적인 모델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었다. 운영 초기 학

부 지원자들의 경우 평균 평점 3.6인 90여명의 학생들

이 매년 지원해왔으나 8년여가 지난 지금 지원 학생 

수가 정체가 되고 지원자의 수준 역시 하락하는 경향

이 두드러짐에 따라 운영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

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최근 창의융합학부에서 연구한 우리 대학의 창의

융합학부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말하는 

우리 대학 융합전공 이수 상의 어려움은 융합전공 이

수와 취업 연결성에 대한 불확실성, 새로운 융합 전공

에 따른 이수의 어려움, 성적 평가 상의 불만 등 이었

다.11) 그러나 우리 대학은 융합전공 뿐 아니라 부⋅복

수 전공 및 연계전공과 같은 다전공 이수 실적이 현저

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접하는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학생들의 교과목 이수 측면에서 융합전공을 포함

한 다중전공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으로는 학생

들의 졸업 이수학점에 대한 부담과 추가 전공 학습에 

따른 어려움이다.

첫째, 우리 대학의 졸업 이수학점은 일부 전공 또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40학점으로 정해져 있다. 

교양은 졸업 최소 이수학점으로 28학점, 졸업 최대 이

학년도 2015 2016 2017 2018
계

학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부전공 5 2 7 1 4 1 6 26

복수전공 0 3 5 1 2 5 3 19

연계전공 0 0 0 0 1 0 0 1

융합전공 54 5 51 3 74 3 56 246

계 59 10 63 5 81 9 65 292

Table 3 Number of students completed multiple majors by year at KNU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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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점으로 49학점으로 정하고 있다. 전공의 경우 다

전공을 전제로 한 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69학점으로, 

전공 심화과정은 90학점으로 정하고 있다. 부전공의 

경우 21학점, 연계전공은 40학점, 복수전공은 40학점

을 이수학점으로 정하고 있다. 타 국립대의 경우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34학점에

서 51학점으로 두고 있으며 전공심화과정에 있어서도 

80학점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 교양과 전공을 포함한 졸업 이수학점 역시 대부분

의 국립대에서는 130학점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대학 

학생들의 교과목 이수 부담이 타 국립대에 비해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다중전공에 따른 학습 부담 가중이

다. 학생들이 융합전공을 포함한 다중전공을 신청하

는 것은 소속 학과 또는 전공에서 학습할 수 없는 새로

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융합전공에서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맞는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상당수 학생들의 

의견이었다11). 또한 일부 융합전공에서는 전공 이수

를 위한 21학점에 맞는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3.2 마이크로디그리의 도입 및 활용 방안

우리 대학 융합교육의 현 상황을 해결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마이크로 디그리 도입

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마이크로 디그리에서 요구하

는 학점수가 9-12학점으로 3-4과목이면 충분하여 우

리 학생들의 새로운 전공 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다른 전공에 대한 

부⋅복수 전공에 있어서도 실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과목이나 전공 내 세부 전공 이수를 목적으로 해당

전공에서 지정하는 마이크로전공 단위를 이수하게 함

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전공에 대한 선택권

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의 마이크

로 전공 개설 주체는 분야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 분야나 

기존 전공에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마이크로

전공은 기존의 학문단 중심의 학과가 아닌 창의융합

학부가 개설 및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학생들의 신청 자격에도 별도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들

이 동시에 수강하므로 개설되는 교과목의 난이도 설

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창의융합학부에서 기 

운영 중인 전공에서도 필요하다면 현행 21학점에 준

하는 부전공 수준의 커리큘럼을 9~12학점 수준의 마

이크로전공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이수를 도울 수 

있으며 교수자들의 강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존 학문을 기반으로 한 전공 또는 학과

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9~12학점 단위의 

세부 전공으로 모듈화하고 이를 마이크로전공으로 설

정함으로써 부⋅복수 전공 수준은 아니지만 관심 있

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이 모델은 이미 한양대(ERICA)에서 운영 중

인 마이크로전공과 유사하다. 교양 교육과정도 영역

을 모듈화하고 모듈 내 과목들에 대한 이수체계를 수

립함으로써 교양에 대한 마이크로 전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의 다중전공 이수 실적이 부진한 원인 중

의 하나는 앞서 지적한 대로 학생들이 다중전공 이수

가 취업기회의 확대나 취업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전공 개설이 유관 산업체 수요 및 

요구, 정부와 지자체의 산업 정책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활동이 현재 각 전공과 학과에서 시도되

고 있는 산학협의체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대학 본부

의 주관 하에 주기적인 산업체 수요조사, 졸업생에 대

한 고용주 만족도 조사,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 

정책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극히 일부대학의 

경우 기존 몇 개의 교과목을 모듈화 하는 식의 형식적

인 마이크로전공 개설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

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요조사 및 산업정

책과의 정합성 검토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빠른 변화와 이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새로운 교육 체계로 나노 디그리와 마이크로 디그

리를 소개하였고 국내 대학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우리 대학의 융합교육을 포함한 다중전공 이수 

활성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

이크로 디그리는 현재 우리 대학의 낮은 다중전공 이

수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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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한 마이크로 디그리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판

단한다.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통해 학

생들이 신기술 또는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마이크로 디그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업체나 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온라인 

중심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

은 재학생 뿐 아니라 평생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 접근

성을 높여줌으로써 대학이 전문화된 평생 교육기관

으로서의 한 단계 높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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