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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대학 자체로 선정한 대학 고유의 핵심 6개 역량들 중에서 측정된 부족한 사항들을 강화시켜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 
융합적 사고 역량과 자기 계발 역량을 최대화하는 집중 이수형 과목 형태로 공학 관련 전공 콜라주 과목을 신설하였다. 학부/학
과간 공유형 교육과정으로 진행하였고, 2020학년 1,2학기 각각에서 2개 이수 집단(전기전자제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26명, 광
공학과; 28명) 54명을 대상으로 공통된 20개 문항들의 설문 결과를 종합,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75% 이상이 장소와 시간에 
자유로운 온라인 학습에 긍정적이었고, 녹화된 동영상 학습 시간내 추가적인 상호작용 활동들과 팀티칭(team teaching) 방식을 
보강한 집중 이수 형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Abstract ]

It has been determined the 6 core competencies of our university students. Among them, it was judged that the student’s con-
vergence thinking ability and self-development ability were insufficient. To enforce the two insufficient abilities, an engineering-
related major collage course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form of an intensive coursework. The course was conducted as a shared 
curriculum between division/departments. For each of the first and second semesters in the 2020, 54 students from two completion 
groups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Control Engineering; 26, Optical Engineering; 28) were the subjects of the survey, 
the survey results of 20 common questions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As the result, more than 75% of the respondents were 
positive about free online learning at any time and place. And if additional interactive activities and team teaching method are rein-
forced during recorded audio and video contents learning material, It is confirmed that the attempted intensive course can maximize 
the learning effect.

Key Words: Core competency, Collage course, Intensive coursework,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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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 교과목으로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과목 개설에 관련된 운영 원칙과 편성에 

대해 서술하고, 실제 교과목 진행 과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

하며, 수강 학생 대상 설문 내용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며, 결
론 및 제안 사항에 대해 다룬다.

II. 교과목 운영 원칙과 편성 

교양 과목은 대학의 핵심역량들 모두에 대해 고른 함양

을 목적으로 통찰의 힘과 참다운 인성 함양을 위해 인문과 

철학, 문화와 예체능, 자연과 생명, 사회와 경제, 공학과 기

술, 글로벌 공감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하지만, 콜
라주 교과목은 기존의 공학관련 전공 선택의 체계를 따르

나, 부족한 대학의 6대 핵심 역량중 융합적 사고 역량과 자

기 계발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양과 전공관련 콜라주 교과목의 차별성이 명확히 유지되

도록 학교 차원의 관련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참

여한다. 
교육 내용과 분야로는 산업체 핵심 전문인력의 기술 밀도

가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도입 대상을 학과(전공)별로 설정하고, 전문 능력을 갖추도

록 설계하여, 그림 3과 같은 5계층(Layers) 교과과정 중 3계
층(Layer)에 ‘콜라주(collage)’ 과정을 신설하고, 보편적인 전

공 활용(사용자) 지식과 고도로 특화된 지능 정보의 관리(전
문가) 지식을 겸비할 수 있는 공학관련 지식 연결 능력의 배

양을 목표로 하였다.

I. 서 론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

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사회 전분야

에 걸친 변화의 가속화와 불확실성의 심화로 교육 패러다임

의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 주

체로서의 대학, 대학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의 비

전 아래 2015년 대학구조개혁, 2016년 대학학사제도 개선방

안 발표,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이어 2021년 대한 기

본 역량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3].
소속된 조직에서도 대학교육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

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대학의 인재상 실현을 

위해 2017~2021학년도 적용 교육과정 개편시 그림 1과 같

은 대학의 6개 핵심 역량(융합적 사고, 문화적 감성, 미래 가

치 탐구, 자기 계발, 의사소통, 공동체)을 선정하였고, 2017년
도에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된 핵심 역량 진단 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역량’과 ‘자기 계발 역량’이 다른 역

량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4,5].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보편적인 공학관련 전공 

활용능력을 가진 사용자 측면과 고도로 특화된 지능 정보의 

관리능력을 겸비한 관리자 측면에서 공학관련 전문인력 밀

도 형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력 밀도 분포의 차이를 예상

한다. 그림 2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공 인력 밀도 형성에 

관련된 예상 개념도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밀집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중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교육과정의 도

입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집중 이수형 과목(Intensive 
coursework) 구조를 통한 탄력적 수업 운영으로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 및 창업과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재학생의 경쟁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정된 진입 대상 교육과정을 ‘콜라주

그림 1. 선정된 소속 대학의 6개 핵심 역량

Fig. 1. The determined the 6 core competencies of our univer-
sity students.

그림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공 인력 밀도 형성 예상도

Fig. 2. Prediction of major manpower densi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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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개의 블록 교과를 각기 다른 3명의 교수가 진행하였고, 
세션2가 진행된 전공에서는 1명의 교수가 모든 블록 교과들

을 담당하였다.

B. 교과목 편성

2학년 1,2학기 과정에 편성하여, 2~3개의 공학관련 전공

선택 교과목으로 구성된 1개의 세션으로 편성한다. 공학관련 

기존 과목을 단순 5주 단위로 나누는 것이 아니며, 5주 분량

인 새로운 교과목으로 개발하여 진행한다. 교육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수강자들의 융합적 사고 역량과 자기 계발 

역량 향상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 능력, 창업과 창직 

능력, 미래가치 창조 및 적응 능력을 키우도록 세부 과정을 

설계한다. 콜라주 교과목 별로 별도의 과목명과 교과목 번호

를 부여하며, 교과목의 내용 수준은 전공 교과목으로 기본적

인 소속 전공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수강하는 다른 학과(전
공) 학생들이나 일반인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수준을 유

지한다. 

III. 콜라주 교과목 진행

콜라주 교과목 공동 집중 강의 요일 및 시간(매주 화요일 

7~9교시)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강의 개설시 별도로 안내한

다. 수강신청은 일반 전공과목 방법과 동일하며, 수강생의 의

도에 따라 과목으로 구분된 블록별 신청이 가능하다. 졸업

까지 4학점 이상(전공세션 3학점, 타학과(전공) 블록 1학점 

이상)을 의무 이수하므로, 신청시(재이수 제외) 콜라주 블록

을 조합하여 세션별 3학점 단위로 신청하도록 권고한다. 진
행 방식은 오프라인 진행에서는 강의와 토론 및 발표를 포

함하며,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혹은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 등을 사용하여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 성적 처리

는 과목으로 구분된 블록별로 이루어지며, 평가는 시험, 포
트폴리오, 리포트, 에세이, 구술 면접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

고 수업 종료전 실시한다. 수강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및 학

습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평
가전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수업 활동을 통한 개인 스스로의 

평가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2020학년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비대면 학습 

상황에 따라 학습 일정 모두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참여 및 비실시간 녹화 강의 콘텐츠 청취 수업(인터넷 자율

기간 강의)으로 진행하였다. 표 1은 1개의 학과(광공학과)와 

1개의 전공(전기전자제어공학부의 전자공학 전공)에서 이루

A. 콜라주 교과목 기본 운영 원칙[2]

집중 이수형 과목 형태로 구성하여, 1학점당 3시간 5주 진

행으로 1개의 ‘블록’을 기본 단위로 하고, 블록 1~2개를 세트

화하여 과목명을 부여하며, 과목마다 기간별 학습성취도를 

평가한다. 또 1학점 또는 2학점을 갖는 2~3개 과목을 묶어 

총 3학점으로 1개의 세션을 구성한다. 
학과(전공)별로 1개의 콜라주 세션을 개설하고, 수강자는 

졸업까지 4학점 이상으로 공학관련 전공 콜라주 과목 3학점

과 함께 다른 학과(전공) 콜라주 과목 1학점 이상을 의무적

으로 이수토록 한다. 대학본부는 각 학과(전공)별로 개설한 

콜라주 세션을 종합 관리하고, 학과(전공)간 공유형 교육과

정으로 진행 완성한다. 그림 4는 콜라주 과목의 블록과 과목, 
세션 구성을 나타낸다. 

연구의 대상은 세션1(광공학과)과 세션2(전기전자제어공

학부 전자공학 전공)에 해당되며, 세션1이 진행된 학과에서

그림 3. 5계층 교과 과정 중 신설된 콜라주 과정의 위상

Fig. 3. The status of the new collage course among the five-
tier curriculum.

그림 4. 콜라주 과목 구성의 종류

Fig. 4. Types of collage subject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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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이수 시간 및 수업시간’의 가이드 라인에 적합하도록 

동영상 강의 내용들을 구성하여 LMS 플랫폼에 탑재하였다. 
강의 기초 자료들은 대부분 Microsoft사의 PowerPoint를 사

용하여 작성하고, Xinics사의 ReadyStream Producer를 통해 

음성 녹음과 동영상 자료들로 종합하여, 각 주차별로 편성한 

강의자료들을 LMS로 제공하였다. 관련된 외부 참고 동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10분 이내의 표준 파일 형태로 편집하거나 

인용 참고 URL 형태로 제시하였다. 각 주차별로 탑재된 강

의자료는 일주일 간격의 학습 기간에 수강생 의지대로 자유

롭게 사용되었고, 학습 사용 상태가 출석에 반영되었다. 
수시 평가는 비실시간 형태로 학습기간내에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정해진 반복 횟수로 진행하였고, 제출 과제 평가와 

함께 수시 평가 결과는 LMS에서 최종 성적에 반영되는 과정

을 거쳤다. 

C. 수업 내용

2개의 전공에서 진행한 수업은 표 1의 내용을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주로 5주 단위의 블록으로 구성하였으며, 1주당 

3시간씩 총 15시간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10주 단위의 과목

은 비례적으로 30시간을 진행하였다. 1주차와 마지막 주차에

는 ZOOM을 사용한 실시간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중
간 주차들에서는 LMS에 탑재한 녹화된 강의 자료들을 이

용하여 1주일 단위의 열람기간 동안에 비대면 학습으로 진

행하였다. 
5개 블록 과목중 전자공학 전공의 전자산업의 디지털 공

간활용 과목은 프로세서 키트를 이용한 실습으로 예정하였

으나, 관련된 주제를 강의 중심의 온라인 비대면 상태로 진

행하였다. 강의 내용에 관련된 설문조사는 마지막 블록(3과 

5)에서 최종 평가를 전,후하여 LMS의 설문지 응답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어진 콜라주 교과목 진행 내용을 표로 구성한 것이다. 

A. 온라인 실시간 진행

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형태로 온라인 실시간 영상 회의 및 

세션이 가능한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의 ZOOM
을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탑재하여, 개인용 컴퓨터나 PDA 및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해진 강의시간표의 시간에 교과목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교과목에서 도입부 1주차와 강의계획서

에 계획된 평가 주차에 평가 진행 설명 및 확인을 위해 활용

하였다.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는 수시 및 정기 평가를 진행

하는데도 사용하였다.
정기 평가는 강의계획서에 공지된 날짜와 시간에 Zoom 

회의 화면으로 수강생들의 평가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학
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평가 

절차에 따라 제한된 시간내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하였

다. 교수자가 작성한 온라인 평가지 양식에 수강자의 응답 

결과가 저장되어, 지정된 채점 방식으로 결과가 처리되었다.

B. 인터넷 자율기간 진행

녹화된 콘텐츠를 사용한 비대면 교육의 형태로 기존에 대

학에서 인터넷(https://kncu.kongju.ac.kr/)으로 운영하던 LMS
에 Ruby on Rails로 구현되어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

크를 구성하고, HTML5 기반 템플릿을 사용하는 Extended 
Canvas LMS Platform을 한국어 기반으로 번역한 Xinics사의 

Learning-X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교수자 개인별 선호에 따라 Google의 

Classroom 서비스도 이용하였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

우에는 성적 및 출석 통계의 연동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2에 관련된 교육부 ‘원격 

표 1. 콜라주 교과목 개요 (*그림 4 참조)

Table 1. Collage curriculum outline (*Refer to Fig. 4)

학과

(전공)

개설시기

(학년/학기)

과목 구성과 명칭

(학점/학습주/주시수)

담당

교원수
강의 진행(2020년 이후)

광공학과 2/2

세션1*
블록1(미래 광기술; 1/5/3) 
블록2(융복합 광기술; 1/5/3)
블록3(창의적 광기술; 1/5/3)

3
온라인 실시간/인터넷 자율기간 

강의 및 토론

전자공학

전공
2/1

세션2*
블록4(신산업혁명시대 전자공학분야 직업소양; 2/10/3)
블록5(전자산업의 디지털 공간활용; 1/5/3)

1
온라인 실시간/인터넷 자율기간 

강의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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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온라인 강의의 단점에 대한 의견으로 전자공학 

전공에서는 질문, 토론의 한계성과 개인별 수업 집중력 저하

에 대해 다수의 응답(77%)이 있었으나, 광공학과에서는 관

계형성의 한계성과 수업 집중력 저하에 대한 다수의 응답

(78%)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프로젝트 기반의 강의에서 

VI. 설문 문항 결과 분석

전기전자제어공학부 소속의 전자공학 전공은 26명을 대

상으로 2020학년도 1학기에, 광공학과는 28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2학기에 콜라주 최종 과목을 진행하고 나서 마

지막 주차에 평가를 전,후로 온라인 LMS의 무기명 설문지 

응답 형태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설문은 28~30개 문항으로 

학부전공(학과)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공통된 항

목 20개 문항들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5개 표들로 구성된 그림 5~9에 나타낸다. 

그림 5는 온라인 강의의 장점에 대한 의견으로 전공(학과)
별 차이는 있었으나, 수강 장소와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습 진행에 관련된 반복과 자율화에 대

한 응답 또한 30% 정도를 나타내었다. 대면 강의의 필수 요

소인 정해진 강의실에서 시간표에 따라 진행하는 수강 방법

의 개선과 함께, 학습 성취도 향상을 위한 여러 방식의 온·오
프 혼합 학습(on-off blended learning)의 설계와 진행이 필요

함을 확인하였다.

표 2. 주별 학습 주제(*표 1 참조)

Table 2. Weekly learning topics (*see Table 1)

과목명 학점(시간) 주차별 주제 강의 내용 및 방식

미래 광기술

(블록1)
1(15)

미래광기술 기초1 온라인 실시간 강의

미래광기술 기초2~3
인터넷 자율기간 녹화 자료 학습

미래광기술 응용1

미래광기술 응용 2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평가

융복합 광기술

(블록2)
1(15)

융복합광기술 기초1 온라인 실시간 강의

융복합광기술 기초2~3
인터넷 자율기간 녹화 자료 학습

융복합광기술 응용1

융복합광기술 응용2 평가 및 온라인 실시간 강의

창의적 광기술

(블록3)
1(15)

창의적광기술 기초1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평가

창의적광기술 기초2~3
인터넷 자율기간 녹화 자료 학습

창의적광기술 응용1

창의적광기술 응용2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평가, 설문

신산업혁명시대 

전자공학분야 직업 소양

(블록4)
2(30)

낯섦과 친해지기 온라인 실시간 강의

N차 산업혁명 정의
인터넷 자율기간 녹화 자료 학습

4차 산업 혁명 특징과 영향1~2

4차 산업 혁명 특징과 영향3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평가

전자공학 관련 적성과 관심

인터넷 자율기간 녹화 자료 학습
전자공학 교과 구성 특징

롤모델 선택 작업

취,창업 관련 영역 탐구1

취,창업 관련 영역 탐구2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평가

전자산업의

디지털 공간활용

(블록5)
1(15)

차세대 인프라(AICBM) 특징1 온라인 실시간 강의

차세대 인프라(AICBM) 특징2
인터넷 자율기간 녹화 자료 학습

휴먼 인터페이스 실현 기술1~2

인류 진화와 전자산업 역할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평가, 설문

그림 5. 온라인 강의 장점에 관한 응답 결과

Fig. 5. Response results statistics on advantages of online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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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반적으로 전자공학 전공의 평균이 낮았는데(0.4점), 이
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시작 학기가 빨라 학습 준비와 과

정 진행 요령의 부족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강의 내용에 

대한 전달 효과를 확인하는 항목에서는 교수 1인이 진행한 

과정이 강의 자료나 녹화 환경에 익숙해진 결과로 높은 득점

이었으나, 반면에 같은 맥락에서 익숙함에 긴장도가 낮아지

며 온라인 집중도가 소홀해져 해당 항목의 득점은 낮아진 것

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인 온라인 강의에 대한 종합 판단 항

목으로 다음 학기 수업 기대(‘온라인 강의 형태가 앞으로 일

부 수업에 한정하여 도입해 볼만한 강의 형태인가?’)에 대한 

질의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89%)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림 9는 온라인 강의와 학습 과정에 수강생과 교수자와

의 질문, 토론 등 소통에 관련된 만족도 항목들에 대한 결과

이며, 전반적인 전자전공의 낮은 만족도(0.6점)는 한학기 빠

른 학습 시작으로 준비와 익숙함의 부족으로 판단하였고, 광
공학과에서 운영한 과목별, 주제별 소그룹 온라인 회의의 빈

번한 진행 효과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결과라 판단하였다.

융합 교육의 수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다수의 교수자가 

팀(team)으로 진행하는 팀티칭(team teaching) 방식을 도입한 

광공학과에서 교수 3인이 협동 강의가 아닌 융합 교육의 형

태를 시도한 결과로 판단하였다. 15주가 아닌 5주 동안의 단

기간에 팀티칭을 처음 접해보는 수강생들의 소극적인 시각

에 대한 개선 방안들의 시도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에서 오는 

다수 비대면 교수들과의 적극적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 요

구로 인식하였다. 
그림 7은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5가지 항목에 대해 각 항

목별 5점 득점(강한 긍정; 5점, 긍정; 4점, 보통; 3점, 부정; 2점, 
강한 부정; 1점)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전자

공학 전공의 평균이 낮았는데(0.8점), 이는 비대면 온라인 강

의가 시작된 1학기에 진행하여 교수와 수강생의 학습 준비와 

과정 진행 요령의 부족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8도 그림 7과 같이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또 다른 

5가지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 5점 득점으로 나타낸 결과이

그림 6. 온라인 강의 단점에 관한 응답 결과

Fig. 6. Response results statistics on disadvantages of online 
lectures.

그림 7. 온라인 비대면 강의 관련 응답 결과1

Fig. 7. Response results group one for online non-face-to-face 
lectures.

그림 8. 온라인 비대면 강의 관련 응답 결과2

Fig. 8. Response results group two for online non-face-to-face 
lectures.

그림 9. 학습 활동과 관련된 상호 작용의 만족도 응답 결과

Fig. 9. Response results of satisfaction about interactions 
related to learn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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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안 사항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고, 대학의 

자체 핵심 역량들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부족한 요소로 

학생 융합적 사고 역량과 자기 계발 역량 항목들을 확인하였

다. 부족한 역량들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이수형 과목 형태

로 공학 관련 전공 콜라주 과목을 신설하였다. 1~2학점 단위

의 2~3개 과목으로 구성된 3학점 1개 세션 과목을 구성하여, 
학과(전공)간 공유형 교육과정으로 진행하였고, 2020학년 1,2
학기에 1개 학과와 1개 학부전공으로 구분된 2개 이수 집단 

54명을 대상으로 공통된 20개 문항들의 설문 결과를 종합하

여 분석하였다. 
시대적 상황으로 모든 학습 활동이 비대면 온라인에서 

LMS상에 탑재된 녹화 강의 콘텐츠에 의한 진행과 실시간 영

상 회의 형태로 이루어진 강의에 대해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교수 설계를 위한 시간적 여유와 부가 노력(학

습 시간내 추가적인 상호작용, team teaching 설계 등)이 필요

하다.
2) 교수, 학생 모두에 온라인 학습 활동을 위해 제공한 학

습용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에 대한 활용 능력 확보 

및 계속적인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3) 집중적인 협동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이버 공간

(cyber-space)의 확보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

실(AR;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기
술들을 사용한 학습 콘텐츠 데이터 베이스(database)들의 구

축과 증강 활성화의 장기 계획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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