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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경제･환경･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

발에 많은 과학기술 인력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이나 중증의 위협

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된 백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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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대한 우려,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불신, 백신 개

발 기업 간 또는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 등 또 다른 측면의 사

회･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예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특정 사람

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도 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과학기술은 더 이상 

지식이나 기술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Hughes, 

2012; Volti, 2009; Waight, & Abd-El-Khalic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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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a case study of a basic engineering design course using the ENACT model for fostering social responsibility 
of engineers, and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effects of the course. Since the ENACT model was designed to encourage STEM college 
students to pursue responsible problem solving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socioscientific issues, we assumed that it would be beneficial 
for engineering students to foster their social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ir understanding of science/engineering-related issues. A total 
of 49 engineering students who enrolled in the course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included students’ course artifacts, reflection papers, 
and responses to survey questionnaires. Results indicated that the students became more aware of na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after 
the program, and began to solve the problems while considering the views of multiple stakeholders. They highly valued the experience 
of communicating with others as engaging in the civic activities. They also expressed high satisfaction and feeling of achievement on 
the course learning. We expect the ENACT model to be an effective teaching guideline that foster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engineering 
students and furthermore, engineering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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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자 간의 복잡성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1)들은 설

계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

험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

로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이현주 외, 2020; 한경

희, 2014; 한경희 외, 2009). 물론,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과학기술자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과학자나 공학자조차도 위험

을 예측할 수 없는 ‘규제 공백(a regulatory vacuum)’(Corley 

et al., 2016)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기술로 인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성찰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 아닐 수 없다(김가형･이현주, 2019; 한경희, 2014; 한

경희 외, 2009; Bielefeldt, 2018; Wyndham et al., 2015). 

국내 연구에 따르면, 산업체와 공학계열 대학생들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공학적 설계 역량에 비해 인문 소양 및 공학 윤

리 역량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안윤정‧임윤서, 

2017; 유양석, 2019). 이에, 공학교육 분야에서는 이공계 대학

생들의 윤리적 태도와 책임감 향상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

하고 있다(박기문･이규녀, 2011; 이정은, 2019; 허지숙･황윤

자, 2020). 특히 이정은(2019)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체에서도 

공학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연구자들 또한 연구와 혁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적 수준의 윤리교육을 넘어, 이공계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Canney & Bielefeldt, 2016; Mejlgaard et al., 

2019).

이공계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

으로 국내 공과대학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

로 한 교육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황영미･오
정진(2016)은 융합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편한 진실> 다

큐멘터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참여 대학생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를 인식하게 되었으

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학적 시도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현옥(2020)은 

공과 계열 대학생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교육

(Socioscientific Issues; SSI)을 실시하였다. 가상현실, 유전공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과학기술자’ 용어는 과학, 기술, 공학 등 이
공계 전문가를 포괄함.

학 기술과 맞춤 아기, 산업재해의 책임, 정보기술과 감시사회, 

AI 첨단무기 등을 다루었다. 수업 후 대학생들은 쟁점과 관련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인식하고 이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수

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함양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을 함양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

여 학생들이 지역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 교육사례도 있다. 진성희(2018)는 지역

사회기관과 연계한 공학 설계 중심의 서비스 러닝을 통해 공학

도들의 공학 설계 역량뿐만 아니라 윤리의식 및 인성을 함양하

고자 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

해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여 

해당 지역사회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공학 설계 역량과 공감 

역량도 향상되었으며, 봉사활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도 높아졌다. 다른 예로, 한경희･최문희(2018)는 <미래설계공

학>에 참여한 26명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

빙랩 기반 공학 설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참

여 학생들은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복잡

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해결방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파

급영향 등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경험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공학 설계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려하였고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공계 대학생의 사회

적 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왜 사회･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와, 이

를 기반으로 실제 문제해결에 참여, 그리고 문제해결 방안을 실

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해보는 경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현주 외(2020)는 이공계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 함양

을 위해 공학 설계과정에 SSI 교육적 요소를 융합한 형태로 

ENACT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ENACT 모형은 크게 1) 쟁

점 발견(Engage in SSIs), 2) 쟁점 탐색(Navigate SSIs), 3) 미래 

상황 예측(Anticipate consequences), 4) 과학･기술･공학적 쟁

점 해결(Conduct scientific and engineering practice), 5) 사

회적 실천(Take action)의 총 5단계로 이루어진다. 1-3단계인 

쟁점 발견, 쟁점 탐색, 미래 상황 예측 단계에서는 주로 SSI 교육

에 중점을 두어 쟁점의 사회적 함의,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이해, 과학기술의 도덕･윤리적 측면, 과학기술의 복잡성

과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4단계인 과학･기술･공학적 

쟁점 해결 단계에서 학생들은 앞서 인지하게 된 다양한 관점과 



사회적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ENACT 모형 기반 기초설계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 운영 사례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4(6), 2021 5

이해를 바탕으로 반응적, 포괄적, 성찰적, 지속 가능한 실행을 

끊임없이 고려하게 된다. 마지막 사회적 실천단계에서는 모색한 

쟁점 해결방안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고 기여하는 활동으로 이루

어진다. ENACT 모형의 SSI 교육 요소들은 공학 윤리 교육에서 

강조하는 요소들과 일치하고, 사회적 실천단계는 공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공학적 문제해결(김태훈, 2015; 김태훈 외, 2005; 

Mehalik & Schunn, 2006)과 서비스 러닝(진성희, 2018) 및 리

빙랩 기반 공학설계에서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한경희･최문희, 

2018)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사고기법을 강조

하는 기존 공과대학 기초설계 교과목에 사회적 책임감 향상을 

위한 ENACT 모형을 적용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ENACT 모형의 각 단계가 과학기술 쟁점과 사회적 책

임감에 대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ENACT 모형의 기초설계 교과목으로의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ENACT 모형

이현주 외(2020)에 의해 개발된 ENACT 모형(Fig. 1)은 이

공계 대학생 및 과학기술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감 함양 교육 

모형으로 크게 과학기술관련 쟁점에 대한 이해(Cycle Ⅰ)와 과

학/기술/공학적 문제해결에 대한 실행(Cycle Ⅱ)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Cycle Ⅰ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개입, 과학기술의 도덕･윤리적 측면, 과학기술의 복잡

성과 불확실성의 네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Cycle Ⅱ의 요소로

는 반응적, 포괄적, 성찰적, 지속가능한 실행이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ENACT 모형은 크게 1) 쟁점 발견(Engage in 

SSIs), 2) 쟁점 탐색(Navigate SSIs), 3) 미래 상황 예측

(Anticipate consequences), 4) 과학･기술･공학적 쟁점 해결

(Conduct scientific and engineering practice), 5) 사회적 실

천(Take action)의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쟁점 발견 단계는 이공계 대학생들이 과학기술관련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과학기술관

련 쟁점 현황 조사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한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게 된다. 

쟁점 탐색 단계는 본성적 측면으로서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관점에 따라 쟁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는 이 단계에서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하나의 정답보다는 첨단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쟁점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쟁점에 대한 서로의 다른 관점을 존

중하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의 중요성(Christensen, 2009; 

Sjöström & Talanquer, 2014)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원들은 선정한 쟁점과 관련한 각자의 찬반 생각을 먼저 표명

한 후, 협력하여 쟁점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탐색하여 

이해관계도를 작성해 봄으로써 쟁점의 복잡성과 상반된 입장

으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윤리적 요소를 탐색하고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탐색 과정을 통하여 

Fig. 1 ENACT model(Lee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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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원들의 찬반 생각을 조율하게 된다. 

미래 상황 예측 단계는 불확실한 첨단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

적 영향과 과학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현재를 넘어 미래시

점에서의 상황을 예측해보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미래 예측 

기법의 하나인 퓨처스휠(Futures Wheel; Jerome Glenn, 

1972)을 활용하여 미래사회로의 파급효과 및 쟁점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측하고 반대급부로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상상함으

로써 해결방안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성을 미리 생각해보도록 

한다.

쟁점 해결 단계는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쟁점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사회를 위해 쟁점 중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공학적 

설계를 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앞의 쟁점 발견, 쟁점 탐색, 

미래상황 예측 단계에서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문제를 

구체화하고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설계 및 분석하

여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반성적 성찰과정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단편적인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입장,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 미래사회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마지막 사회적 실천 단계는 쟁점 해결 단계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물 혹은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쟁점 해결을 위한 행동적 실

천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이바지를 하는 단계이다. 행동적 

실천 활동으로는 연구 결과물 및 방안의 공유, 정책 제안, 해결

방안 적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실천 기획, 실천 

및 공유를 통한 결과 분석과 작품의 평가, 그리고 이로부터 수

정 및 보완사항 등을 재성찰하게 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ENACT 모형을 기존의 공학계열 기초설계 전공 

교과목에 접목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에 실

시된 ENACT 모형 개발을 위한 이공계 과학기술자 대상 워크

숍에 참석한 교수자들 중 2020학년도 기초설계 전공 교과목을 

개설하고 ENACT 모형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 H 대학과 I 대학

의 교수자들(2인)을 섭외하였다. 이 중 I 대학 교수자는 교과목 

변경으로 인해 기초설계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H 대학 공학계열 전공에서 2020

학년도 2학기에 개설한 기초설계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수업 전 연구자 1인에 의해 본 연구의 목적

과 참여 방법에 대하여 Zoom으로 설명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49명(남: 36명, 여: 13명)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해당 수업은 2개 분반(A01분반 20명, A02분

반 29명)으로 운영되었으며, 각 조는 5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

성되었다(A01분반 4개조, A02분반 5개조).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공학 전공 대학생들로서 대부분 1학년(42명)이었으며, 2

학년 1명, 3학년 2명, 4학년 4명도 포함되었다.

2. 수업 운영

가. 수업 운영 계획

ENACT 모형을 적용한 기초설계 교과목 운영 계획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 대학 교수자는 ENACT 

모형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자 전문가 워크숍과 프로그램 개발

에 참여하였고, ENACT의 각 단계별 학생활동에 대한 교육을 

연구진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H대학 교수자는 기존에 운영된 

기초설계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ENACT 모형 적

용을 위해 수업 내용, 수업 시수 배정, 학생활동의 간소화, 코

로나로 인한 온라인 대체학습 등에 대해 교육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학계열에서 대부분의 기초설계 교과목은 창의적 사고기법 

소개와 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방안 도출 및 작품 구현 

위주로 운영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H 대학 교수자는 기존의 

수업을 Table 1과 같이 문제 발굴-해결방안 도출-작품 구현

의 3단계로 운영해왔다. 1단계에서는 Team Building을 위한 

Ice Breaking 활동 및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 소개를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조별 활동 시간을 제공하여 

조별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도록 지도하였다.

Table 1 Prior course description 

주 수업내용

1

1단계
문제발굴

교과목 소개

2 Team Building을 위한 Ice Breaking

3 창의적 사고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례 소개

4 조별 해결 문제 발굴 및 발표

5

2단계
해결방안

도출

창의적 사고기법 이해 및 적용
(Brain Storming, SCAMPER, TRIZ 등)

6

7

8

9

10 조별 문제해결 방안 발표

11

3단계
작품구현

해결 방안의 작품구현
(Prototype 제작, 성능 테스트, 지속적 개선 등)

12

13

14

15 조별 최종작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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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다양한 창의적 사고기법을 소개하는 이론적 강의

를 수업 전반부에 진행하였고, 후반부에는 조별 활동을 통하여 

이론 강의에서 배운 각 사고기법을 조별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매주 배우는 새로운 

사고기법을 조별 문제에 단계적･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매

주 도출되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 3단계는 2단계에서 도출한 최종 해결방안

을 실제 작품으로 구현하는 단계로서, 먼저 프로토타입

(Prototype)을 제작하고 성능을 점검한 후 설계에서 미처 고려

하지 못했던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 및 작품 구현 과

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개선된 작품을 도출하도록 운

영하였다.

이러한 강의 계획 자체는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초점을 맞춰서 매년 개선 사항을 환류하여 고안되었

기에 그 자체로 완성도 있는 강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학생들의 사

회적 책임감 함양을 위하여 ENACT 모형을 수업에 새롭게 도

입하고자 하였기에 Table 2와 같이 강의 계획을 새롭게 구성

하였다.

새로운 강의 계획은 ENACT 모형에 맞춰 총 5단계로 세분

화하였다. 1단계는 쟁점 발견 단계로서 조원들이 여러 가지 사

회적 쟁점을 제안하고 각 쟁점의 문제 상황 인식 및 상호 논의

를 통하여 하나의 조별 쟁점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에 앞서 

1-2주에는 한 학기 수업 계획을 소개하고 Team Building 활

동을 통한 조원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쟁점

Table 2 ENACT-based online course description
Week Topics

1
1단계

쟁점발견

교과목 소개

온라인

2 Team Building을 위한 Ice Breaking

3 관심 있는 조별 쟁점 선정(Brain Storming)

4
2단계

쟁점탐색
이해관계자 탐색을 통한 쟁점의 본성 이해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

5
3단계

미래 상황
예측

쟁점으로 인한 미래 상황 예측
(퓨처스휠과 시나리오 기법 활용)

6 조별 쟁점 발표

7

4단계
과학･기술

공학적 
쟁점해결

창의적 사고기법(비디오 영상 제공)을 적용한 
쟁점 해결 방안 도출

오프
라인

8

9

10

해결 방안의 작품구현
(Prototype 제작, 성능 테스트, 지속적 개선 등)

11

12

13

14 5단계
사회적 실천

해결 방안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실천, 봉사, 소통 등 온/오

프라인
15 조별 최종작품 발표

발견 과정에서 조원들과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사고기법을 강의 영상으로 제

작하여 제공하고 미리 학습해 오도록 하였다. 2-3단계는 쟁점 

탐색 및 미래 상황 예측 단계로서, 1단계에서 조별로 선정한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 상반된 이익 관계를 갖는 이해관계자

(Stakeholder)를 탐색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의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 등을 고찰함으로

써 추후 쟁점 해결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3단계 이후에는 중

간 결과물로서 조별 선정한 쟁점과 선정 이유 또는 해결의 필

요성,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문제 등을 발표하는 시

간을 진행하였다.

4단계는 조별 선정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작품으로 구현하는 단계이다. 전반부는 기존에 강의하였던 여

러 가지 사고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별 쟁점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진행하였으며, 후반부는 도출된 해결방안을 

구체적 작품으로 구현하고 성능을 검증하도록 운영하였다. 이 

단계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로서 아이디어를 도출

하는 과정도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작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 배정되는 시간이 길수록 작품의 완성도는 

높아진다. 마지막 5단계는 구현한 작품을 실제 지역사회에 실

천하는 단계로서, 시민들의 피드백으로부터 본인이 구현한 작

품의 효과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과학기술로 인한 쟁점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주는 반응을 통하여 학생들

은 공학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후, 마지

막 주에 최종 발표를 진행하도록 계획하였다.

Table 1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기존 강의 방식과 

ENACT 모형에 기반하여 새롭게 도입한 Table 2의 강의 방식 

간 차이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Brain 

Storming 기법을 1단계에서 미리 소개한 점과 TRIZ 기법이 

강의 계획에서 제외된 점이다. Brain Storming 기법을 미리 

소개한 이유는 쟁점 발견 단계부터 조별 토의 활동이 요구되었

으며 Brain Storming 기법은 학생들이 토의 활동에 가장 자유

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사고기법이기 때문이다. TRIZ 기

법을 제외한 이유는 새로운 강의 방식에서 추가로 도입한 1-3

단계 때문에 다른 강의 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다. TRIZ 기법은 이론 강의 및 학습에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교수자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수업에서 학생들이 

TRIZ 기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 이는 TRIZ 

기법이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오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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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걸쳐서 숙달되는 과정이 필요한 고급 기법이기 때문에 한 

학기 수업에서 그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

만 TRIZ 기법을 제외하되, 그 외 창의적 사고기법들은 유지함

으로써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는 최대한 유

사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두 번째 차이점은, 기존 강

의 방식에서는 없었던, 사회적 쟁점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반된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새로운 강의 방식

에서는 1-3단계에서 쟁점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따

라 상반된 영향과 미래에 잠재된 위험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4단계에도 연계되어, 해당 아이디어가 구현되었을 때 사

회에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해당 아이디어로

부터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학생들이 인식하게 한다.

또한 학생들은 쟁점 해결을 위해 구현된 아이디어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

들은 본인들의 공학적 해결방안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

끼고 공학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성찰하도록 한다. 세 번째 

차이점은 사회적 실천단계의 도입으로서 기존에는 해결방안의 

작품 구현으로 종료되었던 반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이를 실제 

사회에서 실천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 공학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지닐 수 있게 된다. 

나. 수업 운영 방법

애초 계획된 수업 운영은 대면 수업 방식이었기에 학기 시작 

전에 ENACT 모형의 각 단계를 워크북(Workbook)으로 제작

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체 수업 단계별 활동에 대한 

사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워크북은 

ENACT 모형의 각 단계별 설명과 예시, 매주 진행되는 수업에

서 토의해야 할 내용과 작성해야 할 항목들로 구성된 활동지를 

포함하여 총 69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확산함에 따라 개학 전에 전면 비대면 방식의 수

업 운영 계획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업 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북의 전체 과정과 내용을 홈페이

지로 똑같이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홈페이지는 

단계별로 학생들이 조별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교수자가 작성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업 운영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창의적 사고기법에 대한 이론 설명은 영상으로 

사전에 제공하고 조별 활동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이원적 강

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론 강의 영상을 제공한 첫 번째 이유

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의 

접속 환경, 음성 정보 전달의 시간 지연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시간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

이 창의적 사고기법을 조별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복 시

청을 통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수업은 

특성상 조별 논의가 필수적이므로 조별 활동은 강의 시간에 실

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원활한 조별 활동을 위해서 줌

(Zoom) 프로그램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였다. 

각 주차별 수업(3차시)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분

화하여 진행하였다. 수업 초반에는 메인 룸에 전체적으로 모여

서 당일 진행할 수업 내용을 소개하고 사전 제공된 영상에 대

한 학습 여부를 퀴즈 또는 개별 질문을 통하여 점검하였다. 이

후, 수업 내용 및 영상에 대한 질의 사항을 답변하고 전체 시간

별 일정을 공지하였다. 전체 시간별 진행 일정은 소회의실의 

조별 활동 시간과 메인 룸의 조별 중간 발표 및 피드백 등에 

대한 시간이며, 당일 수업의 최종 목표도 사전에 공지하여 학

생들이 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각 

조는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조별 토의를 진행하고 교수자는 각 

소회의실을 이동하면서 조별 논의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한 촉진

자 역할을 하였다. 

소회의실 활동 후에는 다시 메인 룸에 모여서 조별 토의 내

용을 요약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조의 진행 상황 및 내

용 등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피드백도 병행하였다. 이때 조

별로 효율적인 협업 도구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토론 수업에서는 전반적인 토의 과정에 대한 문서화 작업이 필

요하다. 또한, ENACT 모형에서는 쟁점 탐색 및 미래 상황 예측 

단계에서 이해관계도 및 퓨처스휠을 도식화하는 그래픽 작업도 

필요하다.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때와 달리, 온라인으로

Table 3 Online class design
단계 활동 내용

메인 룸
(20-30분)

이번 주 수업 내용 소개
영상 학습 점검 및 질의 사항 답변

전체 시간별 진행 일정 공지

소회의실
(40-50분)

조별 토의 활동 진행
교수자는 각 소회의실을 이동하면서 촉진자(facilitator) 

역할 수행

메인 룸
(5-10분)

조별 토의 내용 요약 발표 및 피드백

휴식
(10-20분)

진행 상황에 따라 조별로 휴식 진행

메인 룸
(5-10분)

전체 중간 점검 및 필요 사항 안내

소회의실
(40-50분)

조별 토의 활동 계속 진행
교수자는 촉진자 역할 계속 수행

메인 룸
(10-20분)

조별 마무리 점검
다음 주 수업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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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면 1명이 작업하고 다른 조원들은 의견만 제시하고 대부

분의 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때 온라인상에서도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모든 조원이 함께 협업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작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구글 드라

이브와 구글 문서 및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작업용 Jamboard, 

Xmind, Thinkwise 등 다양한 협업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학생들이 온라인 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약 10-20분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모여서 중

간 점검 및 필요 사항 안내 후 조별로 소회의실에서의 토의 활동

을 반복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점검과 다음 주 수업 내용

을 공지하는 순으로 주별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해당 교과목을 운영한 시기는 코로나19 재난이 범국가적

으로 진행되었던 2020년 2학기라서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으

로 진행하였으나, 작품 구현을 위한 4단계는 조별 대면 활동이 

불가피하여 3주 수업에 상응하는 총 9시간을 이틀 연속 집중 대

면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최종 작품 제작 및 구현

이 완료되지 않아 1주 더 할당하여 총 4주 동안 작품 제작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후, 최종 작품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실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응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단계

를 마지막 14주 차에 진행하였으며, 진행 방식은 조별로 지역을 

선정하여 각자 현장에서 작품 시연 및 그에 대한 시민 반응을 

설문 조사하도록 진행하였다. 원래 계획한 최종 작품은 가능한 

구체적 제품으로 구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조원들이 모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최종 작품의 유형은 조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조가 온라인으로 협업 가능한 포스터, 

팸플릿, SNS 카드 뉴스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주로 ENACT 모형을 적용한 기초설계 교과목의 

운영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각 단계별 조별 학생활동 결과물과 

개인성찰일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수

업 운영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목표달성 만족도와 사

회적 실천 단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운영사례 및 단계별 학생들의 성찰 경험

ENACT 모형을 적용한 기초설계 교과목의 운영사례를 소개

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수업

의 각 단계에서 학생들의 조별활동지와 최종결과물을 수집하

였고, 학생들은 각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개인성찰일지를 제출

하도록 안내받았다. 

조별 활동지는 ENACT 모형의 각 단계마다 조별로 진행된 

논의 사항 및 조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홈

페이지에 조별로 내용을 작성하면 교수자가 검토한 후 피드백

을 주고 다시 학생들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

다. 따라서 이 자료는 조별 쟁점발견 및 탐색, 문제해결방안 도

출과 최종 작품 제작까지 ENACT 단계에 따른 수행과정을 보

여준다. 자료 수집은 종강 후 홈페이지에서 일괄 다운로드 기

능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조별활동지와 최종결과물은 각 단계

별로 나누어 교수자가 평가한 후, 제시하였다. 

본 수업을 통해 ENACT의 각 단계마다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개별성찰일지를 작성하여 사이버강

의실 과제 제출함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성찰일지는 수업 

참여 과정에서 개인이 깨닫게 된 성찰 내용과 느낀 점 등 각 

단계마다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10-30분 정도가 소요

된다. 전자메일로 제출된 개인성찰일지를 다운로드 받아 연구

자 2인이 ENACT 모형의 각 단계별 학생들의 성찰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196개(1단계: 46개, 2단계: 39개, 3단계: 49

개, 4단계: 19개, 5단계: 43개)의 문단 내용을 찾아 반복적으

로 읽고 논의하면서 이들 중에서 ENACT 모형의 각 단계별 목

표(쟁점에 대한 인식, 쟁점의 복잡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악,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쟁점의 위험성, 사회적 책임감 등)가 잘 

드러나는 문단을 추출하였다. 

나. 수업 운영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ENACT 모형을 기초설계 교과목에 접목하는 

이유가 사회 쟁점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공학자가 지녀야 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시키는 

데 있었다. 이에, ENACT 적용 기초설계 교과목에 대한 학생

들의 수업목표달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ENACT의 5단계인 사회적 실천 단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엑셀로 빈도

수와 평균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학생들의 수업목표달성에 대한 인식은 ENACT 모형

의 각 단계별 수업목표를 기반으로 Table 4와 같이 10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α= .917). 학생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수업

을 듣기 전과 비교했을 때, 수업을 듣고 난 후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5점과 +5점 범위로서 측정하였다. 이때, “수업 후에 

훨씬 그러함(+5점)”, “수업 전이 훨씬 더 그랬음(-5점)”, “수업 

전후 차이 없음(0점)”의 11점 척도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과 

관련한 쟁점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수업 

전이 훨씬 더 관심이 높았다면 –5점, 수업 후 훨씬 더 관심이 

높아졌다면 +5점, 변화가 없다면 0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김가형･옥승용･이현주･고연주･황요한

공학교육연구 제24권 제6호, 202110

Table 4 Survey on student’s perception of goal achievement 
of ENACT model based engineering design course

척도 설문 문항

수업
목표
달성

수업을 듣기 전과 비교하여 수업 후 나는...

1 과학기술과 관련된 쟁점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과학기술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3
과학기술이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으며, 
때로는 생명존중이나 소외계층 배려 등 도덕적 원리가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4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얽혀있음을 알
게 되었다.

5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바람직한 미래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
게 되었다.

6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7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
통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8
공학적 문제해결과정을 성찰하면서 나의 관점과 가치를 이
해하고, 사회적인 규범과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

9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개발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10
공학적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해보
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두 번째, ENACT 모형의 5단계인 사회적 실천 단계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이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역사회에 실천 및 

기여하는 단계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만족도를 주는 지를 알아보

기 위함이다. 이에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설경란, 

2002; 최현수, 2007; 홍연숙, 2001)를 수정하여 공학설계활동 

중심의 서비스러닝교과목에 적용한 진성희(2018)의 서비스러닝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만, 기존 진성희(2018)의 연구는 지

역에 거주하는 이웃의 불편함을 공학적 설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

을 전제로 하였지만, 본 연구는 서비스러닝의 넓은 의미로 각 조별

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러닝을 선택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연계 과학이슈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를 알아본 김가형과 이현주(2017)의 연구결

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지역사회로의 서비스러닝은 학생들의 사회

적 책임감을 향상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에 진성희(2018)가 사용한 공학설계활동 중심의 서비스러닝교과

목의 만족도 문항 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문항 

5)”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로 

Table 5와 같이 수정하였다. 만족도는 “수업의 학습 활동을 통해 

느낀 또는 경험한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

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900이었다. 

Table 5 Survey on satisfaction of ‘Take action’

척도 설문 문항

사회적
실천

단계에 
대한 

만족도

나는 기초설계 교과목의 사회적 실천 단계를 통해...

1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2 남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였다.

3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4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

6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7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

IV. 연구 결과

1. ENACT모형을 적용한 기초설계 교과목의 운영사

례 및 단계별 학생들의 성찰 경험

ENACT 모형을 적용한 기초설계 교과목 각 단계에서의 수

업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 발견 단계

1단계 쟁점 발견 단계에서는 조별 10개 내외의 다양한 쟁점들

이 도출되었는데, 이들을 빈도수에 따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

분 조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어 빈도가 높게 나타난 쟁점은 안전

(안전성, 안전사고), 전동킥보드, 인공지능, 싱크홀, 코로나, 자연재

해, 환경오염, 원자력발전소, 일회용품 등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주제들이었다. 이후 학생들은 조별 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쟁

점을 선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를 Table 6에 요약 정리하였다.

Fig. 2 Key issues drawn b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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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lected issues by groups

분반/조 선정 쟁점

A01

1조(6명)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2조(5명) 원자력발전소의 지속 가능성

3조(5명) 전기운송수단, 개발해야 하는가?

4조(4명)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논의

A02

5조(5명) 1인 미디어 산업 증가로 인한 저작권 침해

6조(6명) 원자력에너지

7조(6명) 인터넷 익명제의 실질적 문제해결에 대하여

8조(6명) 코로나 역학조사 정보공개 문제

9조(6명) 질병 재난 상황 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해야 하는가?

쟁점 발견 단계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일지를 살펴보면, 쟁점

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기술로 인한 다양한 

사회 쟁점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쟁점으로 인한 사

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

생 A는 생활 속 쟁점에 과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였으며 학생 B는 이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뉴스나 정치적 쟁점들에 관하여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과학적 이슈가 이렇게나 많은지 

미처 몰랐다. 쟁점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나 많은 

곳에 과학이 적용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학생 A)

이전에는 뉴스나 정치적으로 많이 들려오던 쟁점들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계기를 통하여 뉴스들도 찾아보고 

관련된 과학기술을 찾아보며 쟁점에 더 이해하며 다가가

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 B)

또한 학생 C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쟁점을 조사하는 과정에

서 쟁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인 쓰레기 매립지의 심각

한 현황을 인식하고 쟁점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실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학생 D는 이러한 쟁점들이 타인

의 문제가 아닌 본인과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제임을 인

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 쟁점에 대해 알아보던 중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

지인 인천의 매립지가 거의 찼다는 기사를 보고 더 이상 

일회용품 줄이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깨닫게 되었다. 

(학생 C)

나와는 거리가 먼 문제가 아니라, 일상 어디에나 존재

하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며 나와 더 나아가 우리들과 

아주 밀접한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할 것 같습

니다. (학생 D)

나. 쟁점 탐색 단계

2단계 쟁점 탐색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한 쟁점과 관련

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함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

고 해당 기술이 미치는 도덕･윤리적 측면에서의 잠재적 영향 

등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지도(stakeholder 

map)로 나타내었다. A02반 9조를 예로 들면, “질병 재난 상

황 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해야 하는가?”를 쟁점으로 고려한 

경우, 학생들은 정부, 개인,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 

집단, 환경 및 의료 측면까지 고려하여 Fig. 3과 같이 나타내

었다. 

Fig. 3 Example of a stakeholder map (Group 9)

각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협력적･대립적 관계뿐만 아

니라 특정 이해관계자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긍정

적･부정적 영향 등이 조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되었으

며,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얽혀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선정한 쟁점에 대해 의사결정 활

동을 하면서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최

선의 결정을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필요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 E는 개인정보 유출 사

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

해 팀원들과 토의하는 동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의견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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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F도 다른 팀원들의 의

견을 들으면서 쟁점에 대한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

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쟁점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처음에는 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였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니 기업과 개인은 비즈니스 관계이고 신뢰

를 바탕으로 교류를 하는데 개인은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중략)… 하

지만 조원들과 함께 토론하게 되어 나의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다른 근거를 가져와 

자신의 입장을 펼치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변화를 주었

다. (학생 E)

2단계에서 나의 생각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내 

자신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 틀에 박힌 사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느꼈다. 무엇을 선택하든 장단점은 존재하고 

그것 중에서 장점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점을 선택한다는 

것도 어렵다고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학생 F)

덧붙여, 선정한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

할 수 있고 각각의 이해관계자 간에 주고받는 영향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

점에서 쟁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쟁점에 대한 사고의 폭이 

확장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원자력에너지를 쟁점으

로 선정한 A02반 6조의 학생 B의 경우에는 원자력에너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과학기술 관련 분야를 넘어 경제, 금융,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쟁점과 관련한 결정에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자 지도 작성 과정에서 팀원

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쟁점에 대한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쟁

점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 예로, A01반 3

조의 학생 G는 쟁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기운송수단과 관

련된 정보를 나름대로 자세하게 조사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이

해관계자 지도를 그려보면서 기존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본인의 생

각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밝혔다.

하나의 쟁점에 대해 경제, 금융, 일자리, 환경 등 여러 

문제들과 얽혀있어 섣불리 하나의 관점에서 결정해 버릴 

수 없고 따져봐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
(중략)… 자신의 편협한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여

러 의견들과 그것에 대한 근거까지 들어가며 토의를 진행

하니 조금 더 지식이 확장되어가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되

었던 것 같다. (학생 B)

이해관계자 지도를 통해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환경, 

인간, 안전, 소음이라는 부분 말고도 정부, 제조공장, 기

업, 문화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의 쟁점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국한된 시

야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단,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학생 G)

다. 미래 상황 예측 단계

3단계 미래 상황 예측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파악한 이해관

계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이로부터 파급되는 결

과를 퓨처스휠(Glenn, 1971)을 활용하여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산업 증가로 인한 

저작권 침해 증가를 쟁점으로 선정한 A02반 5조는 1차, 2차, 

3차로 파급되는 인과관계를 각 단계의 수레바퀴 가지를 연결

하여 Fig. 4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바람직한 미래사

회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미래 상황 예측 단계에서 학생들은 쟁점이 가져올 수 있

는 잠재된 파급효과를 퓨처스휠로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쟁점과 

관련한 과학기술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Fig. 4 Example of a futures wheel (Grou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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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의무화

와 코로나 역학조사 정보공개에 대한 쟁점을 살펴본 학생 H와 

학생 I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와 해결되었을 때의 미래

를 생각해보면서 과학기술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히 학생 I는 코로나 역학조사 정보공개가 낳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미래를 다각도로 

예상해보면서 오히려 확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안내가 다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고 추후 기술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

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면 긍정적인 영향만 

발생할 거라 생각했지만 조원들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

해보고 의견을 나누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다 보니 부

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학생 H)

코로나 역학조사 정보공개는 개인 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국민적 불안감 상승 등과 같은 단점들만 있다고 생

각했다. 하지만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활동을 하며 역

학조사 관련 기술 발전, 국민적 불안감 해소 등 우리 생

활의 편리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학생 I)

또한, 학생 J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쟁점의 1차 파급효과가 

긍정적일지라도 작은 변수에도 쉽게 미래사회 모습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2차, 3차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

고 불확실하다고 하다고 언급하였다. 학생 G는 전기운송수단

의 이용으로 인해 미래사회에 나타날 파급효과를 예상하면서 

현재의 쟁점들이 미래사회의 세부 영역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의 작은 쟁점이 먼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 응답하였다.

당장 다가오는 1차 영향이 내게 긍정적일지라도 그 이

후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어느 정도 멀리 

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미래라는 것은 당연하

지만 알기 어렵고, 불확실하다. 어떤 미래가 다른 미래에 

영향을 끼쳐 새로운 미래가 등장할 수 있고 자그마한 변

수에도 쉽사리 변할 수 있다. (학생 J)

전기운송수단을 이용하며 나타날 상황들을 인과관계를 

따져가며 예상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영향이 미래에는 세부적인 것까지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작

은 일(쟁점) 하나여도 나중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G)

라. 쟁점 해결방안 도출 단계

4단계 해결방안 도출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 기법 외에도 스캠

퍼(SCAMPER) 방법, 속성열거법(Attribute-Listing Technique), 

형태학적분석법(Morphological Analysis Technique), 강제상관

행렬방법(Forced Relationship Method), 연꽃기법(Lotus 

Blossom Technique), 마인드맵(Mind Map) 등의 사고기법을 강의 

영상으로 소개하였으며, 조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기법을 자유롭

게 선택하여 조별 쟁점의 해결방안 도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조별로 적용한 사고기법은 

Table 7과 같았다. 대부분의 조가 초반에 소개한 브레인스토

밍 사고기법을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였으나, 2개 조는 

연꽃 기법과 형태학적 분석법, 2개 조는 2가지 기법을 순차적

으로 사용하여 해결방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중 대표

적 사례로 A01반 3조의 연꽃기법과 A02반 9조의 SCAMPER 

방법의 적용 예시를 Fig. 5에 제시하였다.

(a) A01반 3조의 연꽃기법 적용사례

(b) A02반 9조의 SCAMPER 적용 사례

Fig. 5 Examples of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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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used for deriving 
solutions

분반/조 해결방안 도출을 위하여 적용한 사고기법

A0

1

1조 브레인스토밍 기법

2조 브레인스토밍 기법

3조 연꽃 기법

4조 브레인스토밍 기법

A02

5조 형태학적 분석법

6조 브레인스토밍 기법

7조 브레인스토밍 기법

8조 브레인스토밍 기법 & 마인드맵

9조 브레인스토밍 기법 & 스캠퍼 방법

위 과정을 거쳐 도출한 해결방안을 작품으로 구현하는 과정

에서 제출한 최종 제목과 산출유형은 다음 Table 8과 같다. 최

종 산출물의 유형은 정보 전달이 목적일 때 사례집, 포스터, 팸

플릿, 전단지 등의 유형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조는 정보 확산을 가속하고자 SNS 카드 뉴스 등의 온라인 형

식을 부가적으로 선택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구현된 조별 

결과물은 Fig. 6에 제시하였다. 

Table 8 Final outputs

분반/조 최종 제목 최종 산출물

A01

1조
당신의 소중한 개인정보 

이용 무조건 
동의하시겠습니까?

사례집

2조
원자력 에너지

계속 사용해야 할까?
포스터

3조
E.T.

(Electric Transportation)
팸플릿 및 작품

4조
2단 분리

조립식 텀블러
포스터 및 작품

A02

5조
유튜브 vs 저작권

“더 이상 저작권 위반은 
없다”

팜플렛

6조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를 베려? 배려!
포스터

7조
아이들에게 악성댓글 

예방하기
(feat. 어몽어스)

양면 전단지
(만화 & 십자 단어 퍼즐)

8조
COVID-19 Safe Privacy:

퀴즈로 잡는 코로나와 
개인정보

포스터 및 SNS 계정 개설
(정보, 카드 뉴스, 퀴즈 등)

9조
5MAZING 마스크

개발일지
블로그(SNS 카드 뉴스, 

마스크 제작 및 기부)

(a) E.T.(Electric Transportation) (b) 2단 분리 조립식 텀블러

(c) 아이들에게 악성댓글 예방하기(feat. 어몽어스)

Title Goes Here
There are many variations of passages but t
he majority have  suffered

Title Goes Here
There are many variations of passages but t
he majority have  suffered

기부하기

선정과정

카드 뉴스

느낀 점

블로그 포스팅

(d) COVID-19 Safe Privacy (e) 5MAZING 마스크 개발일지

Fig. 6 Final group products

A01반 3조는 전기 운송 수단의 지나친 저소음으로 인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 위험성을 해결하고자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고안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전동

킥보드에 부착할 수 있는 경고등(시각)을 제작하고 스마트폰의 

소리(청각)와 진동(촉각) 알람 기능을 포함하는 해결방안을 스

마트폰으로 시연하기도 하였다. 플라스틱 오남용 문제를 다룬 

A01반 4조는 개인 텀블러 사용을 저해하는 크기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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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평소에는 작은 크기로 휴대할 수 있는 2단 분리 조립

식 텀블러를 고안하였으며 3D 캐드로 형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작품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다만, 실제 제작은 많은 어려움

이 있어 제안하는 2단 분리 조립식 개념을 보여줄 수 있는 수

준으로 작품을 구현하였다.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 해결을 쟁점

으로 선택한 A02반 7조는 쟁점 탐색과 미래 상황 예측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점점 범위를 좁혀서 최종적으로는 온라인상의 

악성댓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초등학생 대상의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최종 방향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최종 결

과물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에게 친숙한 ‘어몽어스’ 

캐릭터를 만화로 표현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한 

후 뒷면에는 어린이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십자 단어 퍼즐로 

담은 양면 전단지를 작품으로 구현하였다. A02반 8조는 코로

나 관련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대면으로 홍보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온라

인상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 등의 카드 뉴스와 퀴즈 

등을 담은 SNS 계정도 개설하여 정보 확산에 노력하였다. 

A02반 9조는 실제 장시간 마스크 사용에 따른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따스크(따뜻한 마스크)’와 ‘스트랩 마스크(귀에 걸치

지 않고 머리 뒤로 둘러서 착용하며 탈착이 용이하도록 버튼식

으로 연결하는 마스크)’를 해결방안으로 도출하여 제작하고 

SNS 카드 뉴스를 통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제작한 마스크와 기성 

제품을 포함하여 주변 노인 복지관에 기부하는 활동을 실천하

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담은 5MAZING(오메

이징) 마스크 개발일지를 블로그로 제시하여 본인들이 느낀 사

회적 책임감을 유의미한 형태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지

면 관계상 생략하였지만 다른 4개 조의 최종 산출물도 유사하

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작품 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교내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지원되었다.

4단계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경험한 내용을 개별 성찰 일

지를 통하여 살펴보면, 쟁점 해결 단계에서 학생들은 선정한 

쟁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앞 단계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학생 K는 쟁점 해결 단계에서 처음에는 큰 범위에

서 생각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 단계에서의 활동을 바탕으

로 쟁점 해결방안을 축소할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대안을 마

련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

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초기에 쟁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너무 큰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 개인이 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한 생

각이 잘 떠오르지 않았으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해

오면서 쟁점의 범위를 축소한 것처럼 해결방안의 범위를 

축소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회의와 고민을 통해 

결론적으로 사소한 부분에서의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

었고 이러한 과정이 한 가지 문제를 대면했을 때 쉽게 생

각하고 단순한 답변을 입력하는 식의 행동보다는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여러 대안에 대해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K)

또한 학생 H는 수업 전에는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에 대한 문

제에 단순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번에 선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소비자들

의 반응과 2차 파급 영향 등을 예상해보았다. 이를 통해 다양

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미래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까지 고

려해봄으로써, 예비 공학자로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공학적 

문제해결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평소에 마스크에 대한 불편한 점이 생겼을 때 항상 ‘불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불편하다’에서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닌 ‘이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고 생각할까?’, ‘또 다른 2차 문제가 발생

하면 어떡하지?’ 등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단

순하게 발생할 영향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

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학생 H)

마. 사회적 실천 단계

마지막 사회적 실천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시민 대상으로 최

종 산출물의 시연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

를 설문 조사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도 SNS 작품에 대한 설문 

평가를 병행하였다. 사회적 실천 활동에 대한 성찰 내용을 살

펴보면, 학생들은 쟁점 해결방안을 도출한 경험은 대부분 있었

지만, 해결방안을 직접 지역사회에 적용한 경험은 없었다. 그

래서 학생들은 사회적 실천단계를 통해 대중들과의 소통이 두

렵고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사회적인 기여

를 했다는 점에 대해 자신감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특

히 학생 L과 M은 다른 단계보다 쟁점과 관련한 과학기술에 대

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이 경험을 통해 대중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공학자와 대중들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

게 되었다고 하였다.

예상과는 다르게 팜플렛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었다.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쟁점에 관해 공부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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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상태였고, 반면 

시민들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팸플릿이 주는 정보를 한

순간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서, 팸플릿을 소개할 때 

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웠다. (학생 L)

사회 실천을 하면서 대중들과의 소통이 처음이었다. 불

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

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처음에는 어

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단계인 것 같다. (학생 M)

또한, 학생 N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면서 시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쟁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

며, 사회적 실천 방법으로 학생 O는 지역 사회단체에 마스크를 

기부하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코로나로 인해 적극적인 실행을 

못 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사회적 실천을 위해 대면(10인)과 SNS(91인)를 통해 

인식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귀찮아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시며 이따금씩 포스터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작은 활동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생 N)

마스크를 기부하러 가서 직접 사회적 실천을 이룸으로써 

무언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더욱 적극

적인 기부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

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적임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은 정말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O)

2. 수업 운영의 만족도

수업 운영의 만족도는 ENACT 기반 기초설계 교과목에 대

한 학생들의 수업목표달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실천 단계에 

대한 만족도로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각각 Fig. 7과 Table 9

에 나타내었다.

우선, 학생들이 수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인식하는 수업목표

달성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수업 전보다는 수업 후

에 더욱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얽혀있음을 

수업 후에 더욱 인식하게 된 것(Q4)에 대하여 가장 높은 평가

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과 관련한 쟁점에의 관심

(Q1),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바람직한 미래상황 예측(Q5), 과

학기술과 도덕･윤리의 상충 문제에서 생명존중이나 소외계층 

배려 등의 도적적 원리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Q3),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개발보다는 지속가능한 사

회 지향(Q9)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업 후에 높은 평가를 하였

다. 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 요구에 대응(Q6)과 

과학기술의 불확실성(Q2)에 대해서는 타 문항보다는 낮지만 

역시 수업 후에 높은 평가를 하였다. 다만, 제시된 수업목표달

성 정도에 대한 수업 전후 인식 변화 결과는 학생들이 수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자기보고식으로 수업 전과 후를 비교하여 

응답한 설문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한계

를 가진다. 

사회적 실천 단계에 대한 만족도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

을 하였다(Q1)’는 항목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개인적으

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Q4)’, ‘남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였다(Q2)’,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Q6)’는 항목 순

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 외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Q3)’,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

(Q5)’,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다(Q7)’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진성

희(2018) 연구와 유사하다. 즉, 진성희(2018)에서도 학생들은 

Fig. 7 Changes in student’s perception of goal achievement 
of ENACT model based engineering design course

Table 9 Survey results on satisfaction of ‘Take responsible 
actions’

문항 Q1 Q2 Q3 Q4 Q5 Q6 Q7

평균
(표준편차)

4.29

(.612)

4.02

(.803)

3.71

(.764)

4.08

(.702)

3.65

(.830)

4.02

(.829)

3.41

(.864)

3.8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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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웃

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 ‘남에게 도움을 주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항목에 대해 4.0점 이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나, ‘본인이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4.0 이하

의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다만,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문항 5에 있

어서는 진성희(2018)와 차이점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타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3.65점) 보였다는 점이

다. 이는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

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때문일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후속 수업에서 이러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 단계를 강화했을 때 이 항목들에 대한 평가 결과의 변화

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기초설계 교과목을 대상으로 이공계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 함양을 위해 ENACT 모형을 적용

한 수업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탐

색하였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기초설계 교과목이 창의적 문제

해결역량 함양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

술 본성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과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즉, 이공

계 대학생들이 과학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쟁점들에 더욱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수업의 운영 결과 및 

교육적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안하는 ENACT 모형 기반 기초설계 수업을 통해 과

학기술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한 학기 

수업을 수강한 후 학생들은 과학기술에 얽힌 다양한 관점과 가

치를 더욱 잘 인식하게 되었으며, 과학기술 개발과 도덕‧윤리

의 상충 문제에서 과도한 개발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도덕적 원리를 더욱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이현옥

(2020), 황영미‧오정진(201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특히, 

이현옥(2020) 연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인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다양

한 사례를 통해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탐색하는 과정

에서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

해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ENACT 모형의 5단계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실천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과학기술자와 시민과의 소통의 필요성

도 인식하게 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

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제한된 시간만 대면 수업으로 진

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기술(작품)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 활동도 실행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학생들은 남을 돕는 경험의 소중

함, 성취감, 성장경험 등을 느끼기도 하였다.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려

움이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결과이다. 그러나 ENACT 모형은 사회

적 실천의 경험을 교수전략의 단계로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

써 이공계 교육에서 실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게 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코로나19 종료 후에는 학생

들이 사회적 실천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러한 실천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제안하

는 ENACT 모형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팀 기반 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은 대부분 선호하

지 않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박수정, 2021), 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제안하는 ENACT 모형

의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팀 

기반 학습은 무임승차자 및 팀원 간 편중된 역할 수행, 수업 외 

시간 투입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 

가능성 등의 이유로 팀 학습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 개인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 남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성취감 

등에서 높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팀 기

반 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및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온-오

프 플랫폼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팀 학습 운영에 대하여 교수 학습법의 측면에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낮은 만족도를 보인 문항들(본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기여,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제언 및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

회가 부족함에 따라 학생들이 최종 성과물을 통하여 지역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이것은 지역사회연계 

과학이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지역

사회로의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의 사회적 책임감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다는 김가형‧이
현주(2017)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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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호전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더욱 활발하게 상호작

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본 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ENACT 모형에서 4

단계를 지역사회 연계 해결방안 도출 단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결방안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구

체적 적용 대상과 접촉하는 기회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사회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인식(본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기

여,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후속 수업에서 이러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적 실천 단계를 강화했을 때 이 항목들에 대한 평가 결과의 변

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ENACT 모형을 적용한 기초설계 교과목을 개발하

고 운영한 첫 사례이므로 각 단계와 학생 주도적인 활동이 안정

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추후, 본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동일 검사지에 의한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

여,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본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ENACT 모형이 공과대학의 기초설계 교과목에 도입될 

때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고 공학 윤리적 측면을 도입하는 데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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