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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인천대학교에서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의 세미나 수업 모델을 활용하여 개발한 INU 

Great Books (GB) 교양 세미나 수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고전 텍스트를 읽고 토의하는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학기에 

인천대학교에 개설된 GB 교양 세미나 3개의 강좌를 수강한 전체 60명의 학생들과 2학기에 GB 교양 

세미나 3개 강좌를 수강한 전체 6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토론 

효능감 (개인, 집단), 대학 소속감 및 적응, 자기 주도적 학습 및 토론 수업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1학기 GB 교양 세미나에 참여한 학생 중 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학기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개인 및 집단 토론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학교 소속감과 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학기에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식 수업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주제어: 세미나 수업, 세인트 존스 컬리지, 논의, 토론, 교양수업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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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2018년 11월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원

전 중심의 고전교양 교육으로 잘 알려진 미국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파나이오티스 카넬로스(Panayiotis Kanelos) 총

장이 자유학예교육(Liberal Arts Education)의 성격과 목

적에 대해 의미심장한 연설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방식 및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연설에서 카넬로스 총장은 특정 직업을 

겨냥한 대학 차원의 교육은 점점 더 쓸모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 전문화된 교육과 기술적인 측면의 교육

은 대학 대신 회사에서 담당하며 고등교육의 목적은 단순

한 일꾼, 혹은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방면에 

걸쳐 균형 잡힌 인간들”(well-rounded human beings)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단언한다(카넬로스, 2018: 57). 이러한 

주장의 일환으로 카넬로스 총장은 탈근대 시대, 즉 인공지

능, 디지털, 빅 데이터, IT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유학예교육의 전통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통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

의 국가교육 협의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에서 

급변하는 향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위 스킬(meta 

skills)로 지목한 “4가지의 기술”(the Four C’s)과 2013년 

구글이 회사의 인사업무 분석 차원에서 수행한 자사에서 

성공하기 위한 “8가지의 가장 중요한 자질”(the eight most 

important qualities)이다.

미국의 국가교육 협의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에서 설립한 21세기 교육 파트너쉽(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Education)에 의하면,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개발해야 할 4가지 상위 스킬은 다름 

아닌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그리고 창의성(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reativity)이

다. 한편 구글에서 최상위 직원으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

야 할 자질 중 7가지는 모두 대인관계와 개인의 일반적 

기질 등에 관련된 소프트 스킬(soft skill)이며,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이른바 “스템 분야”(the STEM disciplines)는 8가지

의 스킬 중 가장 후순위에 선정되었다. 구글에서 확인한 

7가지 소프트 스킬은 다음과 같다: “좋은 감독이 되기; 

의사소통을 잘하고 잘 듣기; 타자에 대한 통찰력 갖기; 

자신과 다른 가치관과 관점 이해하기; 동료들에 대해 공감

능력을 갖추고 지지하는 모습 보이기; 비판적 사고를 잘 

하고 및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 복잡한 생각들

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갖추기”(카넬로스, 2018: 57). 

미국의 국가교육협의회와 구글의 분석을 수용한다면, 이

러한 4가지의 상위 스킬과 7가지의 소프트 스킬이야말로 

미래의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능

력과 기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

한 자질을 대학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 이에 대한 카넬로스 총장의 답변은 놀랍게도 단순

하다. 그는 세인트 존스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류 문명의 심오한 질문과 지적 탐구의 집약체인 고전을 

탐독하는 자유학예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면 앞서 언급된 

4가지의 상위 스킬과 7가지의 소프트 스킬이 저절로 배양

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인류가 쌓아 온 과거의 지혜

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부하는 것이 곧 미래를 위한 최상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이것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포스트 모

던 시대를 맞은 “자유학예의 역설”(the liberal arts paradox)

인 것이다(카넬로스, 2018: 58). 사실 카넬로스 총장도 언

급하고 있지만 경제, 경영 분야의 전문지인 쿼츠(Quartz)

에서 2017년도에 발간된 세인트 존스 칼리지 특집 분석 

기사에서 피터 마버(Peter Marber)가 내린 진단에 따르면, 

이 대학이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미래 지향적이며, 미래

에 잘 대비된 대학”(the most forward-looking, future-proof 

college in America)이다(마버, 2017).

이러한 분석은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고등교육 통계 

공유협의체(The Higher Education Data Sharing Consortium, 

HEDS)의 통계를 인용하여 작성한 자료표(Fact Sheet, Saint 

John’s College, 2020-2021)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통합적 고전 읽기 과정을 바탕으로 전교생이 4년간 200여 

백 편의 서구고전의 핵심적 텍스트를 읽고 논의하는 교육

을 받은 세인트 존스 칼리지 졸업생들은 지난 수십 년간 

취업과 학문 두 영역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

다.1) 세인트 존스 학부 졸업생의 취업 분야는 경영(20%), 

1) 100명의 졸업생을 기준으로 85명이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고 15명은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졸업 후 바로 취업한 학생들 85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70명 정도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자신들이 선택한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한다. 궁극적으로 대학 졸업생의 박사학위 취득율은 졸업생 100 명 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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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19%), 커뮤니케이션과 예술(15%), 법(10%), 건강/

의료(9%), 컴퓨터/과학, 수학(8%), 사회과학(2%)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가 어느 특정한 분야에 한정

되지 않는다는 것과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습득

한 교육을 바탕으로 평생 동안 실용적 목적과 학문적 성취

를 동시에 추구하며 끊임없이 자아실현과 지적성장에 매

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이용화, 2020).

물론 이러한 세인트 존스의 고전 교육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소위 “죽은 백인 

남성”(dead white male) 작가들이 집필한 고전 위주의 

텍스트를 다루는 세인트 존스의 프로그램은 현대 교육에

서 강조하는 다양성과 인종문제 및 젠더 이슈라는 관점에

서 볼 때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세인트 

존스 교육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이 프로

그램이 미국에서도 소수의 엘리트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 대학에 입학

하는 학생들 중 다수는 유년기와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

며 이미 상당한 독서량이 있고 토론 및 토의를 해 본 경험

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반면, 이 방식은 미국의 다른 

대학은 물론이고 독서와 토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대학

에 입학하는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모델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세인트 

존스의 교육 과정을 한국의 대학 교육 현장에 그대로 도입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설령 그대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교과 과정과 수업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사회적 목표와 현실적 여건에 맞

추어 교양 교육 프로그램 수업 모델을 설계하여 한국 대학

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연구 

목표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세미나 진행 방식의 특징을 

토론, 토의, 대화라는 개념과 수업의 구성 및 교수자의 

역할을 통해 분석해 보고 이를 한국 대학의 교양 수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독서, 토론, 토의 

훈련을 많이 받지 않은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한국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식 수업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과 세미나 수업 모델 개발 과정

2.1 토론과 토의의 개념과 이를 적용한 방식의 수업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학계를 중심으로 기존

의 강의 위주 수업과 암기 중심의 주입식, 권위주의적 

교육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민주시민 교육 

방법의 일환으로 자율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조하면서 

토의수업과 토론식 수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

어 왔다 (문성채, 2016; 박혜진, 2018; 변홍규, 1997; 송창

석, 2001; 이정민, 2012; 정은이, 2009; 차우규, 2000; 허균, 

2015). 토론과 토의는 비판적 사고와 이성적, 합리적 사고 

및 종합적 이해능력, 판단력, 분석력 등을 활용한다는 점

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정문성(2004)은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에 대해 “토론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논증이나 검증을 통해 자기 주장을 정당화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이며, 

이와 달리 “토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그 주제에 대해 학습하거나 문제

를 해결하려는 말하기 듣기 활동”이라고 설명한다(정문

성, 2004: 150). 그러나 시민사회나 교육 현장에서 토론과 

토의라는 개념은 종종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토의와 토론을 구별

하기 어려울 지경이고 ‘토론’이라는 무늬만 무성하고 정

작 화법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토론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임칠성, 2011: 107).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 현실과

는 별개로 강의와 주입식 교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토의

보다는 토론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임칠성(2011)은 수많은 갈등을 해결할 소통 방법이

자 지식이나 이론 전달에 치우친 학교 교육의 대안으로 

토론이 각광을 받으면서, 토론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

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 결과 토론이라는 단어가 대세로 

굳어졌고, “생각과 의견을 나누어 해결하는 훌륭한 소통

기준으로 미국 대학 전체 상위 2%에 속하고, 아나폴리스 캠퍼스 졸업생들의 인문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율은 미국 대학 중 전체 1위이며, 경영학 10위, 사회과학 

18위, 종교학 22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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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치인 ‘토의’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임

칠성, 2011: 103-104). 사회에서도 다양한 매체와 TV를 

통해 각종 시사토론과 방송토론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오

면서 토의보다는 토론이라는 표현이 보편화되었고, 실제 

대학 강단에서도 “토의 수업” 보다는 “토론 수업” 혹은 

“토론식 수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으로 토론 수업이라고 부르는 유형의 수업 방식은 사실 

토론(debate)에 관한 수업이나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수업

이 아니라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토의(discussion)식 수업

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어진 주제

에 대해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해를 증진시

키며 답을 모색해 가거나 합의 또는 협의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의 토의식 수업인데, 이를 토론식 수업이라고 부르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토론과 토의라는 

단어가 사전 상에 번역되어 온 방식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영한사전과 불한사전을 

찾아보면, 영어에서 유래한 discussion이란 단어는 “논의, 

상의” 혹은 “토론”이라고 번역되며, 불어에서 유래한 

discussion이란 단어는 “의논, 토론, 토의” 혹은 “논쟁”으

로 번역되고 있다. 넥서스 영한사전 등의 일부 사전은 

discussion을 “토의, 협의, 논의, 심의 검토, 대화”라고 번

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동사형인 discuss는 “논쟁하다”

라고 번역하여 토의와 토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 현장

에서 여전히 토론과 토의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못한 채 뒤죽박죽으로 사용되는 현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한번 굳어진 “토론 수업”

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

다. 그러나 토론식 수업과 토의식 수업은 각각 뚜렷한 

목적과 방식이 전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교과 목표 

및 수업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구별하여 적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인지하고 차이점

을 인식한 경우라도 수업을 설계할 때 정형화된 모델과 

매뉴얼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르게 되면 실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체계적인 수업 진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수치상의 평가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수업 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사고의 흐름과 

논의의 폭을 제한할 가능성도 높다. 텍스트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열린 사고를 지향해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과 

단계 및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할 경우 이 과정에서 자칫 

도식화된 교수-학습법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하나의 틀을 

제시하고 그 안에 학습자의 사고를 가두어버릴 수도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서 이러한 토론과 토의의 

결합 방식이 가져다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바로 이 대목에서 특정한 절차나 단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도 토론과 토의를 접목한 방식의 논의와 대화에 바탕을 

둔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교육 목표와 세미나 수업의 내용

과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한국의 대학 수업에 

그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세미나 수업2)

세인트 존스 대학의 프로그램은 고전 위주의 교육이라

고는 하지만 전공분야의 이론이나 지식 전수형 모델을 

거부하고 동시에 단순한 인문고전 중심의 교양 교육에서 

탈피하여 인문, 역사, 철학, 예술, 심리, 정치, 경제, 사회, 

자연, 이공 분야를 망라한 서구 문명의 주요 고전을 소규

모 세미나 중심의 심화 토론 수업을 통해 통섭적으로 교육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적 공통체 

내에서 지속적인 성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풍부한 인간성

과 폭넓고 깊이 있는 사유능력을 갖추고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 담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자유인, 

즉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지적 인간이자 균형 감각을 

갖춘 성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대학으로서 세인트 존스의 

학교 로고에 적혀있는 라틴어 문장, 즉, “Facio Liberos 

Ex Liberis Libris Libraque”에서 잘 드러난다. 이 문장은 

“나는 책과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아이들을 자유로운 

성인으로 길러낸다” (I Make Free Adults from Children 

by Means of Books and a Balanc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수업 방식과 내용에 대한 분석은 이 논문의 제1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저자는 1999년부터 2년간 세인트 존스 대학의 

아나폴리스 캠퍼스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였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개월 간 이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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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존스에서의 수업은 외국어 과목과 일부 실험실

습 과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4년간 모든 학생들이 

세부 전공 없이 원전을 바탕으로 한 토의와 대화 위주로 

진행되는데 이를 세미나라고 부른다. 세미나의 텍스트는 

서구 문명의 대표적 고전 위주로 학년별로 선정된 도서 

목록을 따라 구성된다. 세미나는 2명의 교수와 20명 정도

의 학생들이 사각형으로 배치된 커다란 탁자 주위에 둘러 

앉아 주어진 텍스트를 두고 심도 있는 질문을 제기하며 

소크라테스 식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에 관해 사전에 질문이 주어지지도 

않고 외부 참고 서적이나 인터넷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일체 활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난해한 

텍스트를 직접 읽은 후 각자의 고뇌와 사유를 통해 일차적 

해독을 시도한 후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텍스트의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와 관점을 함께 이해하고 파악해 나가면서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며 주어진 문제와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하

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와 난해한 상황을 만나도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적 훈련을 수행하는 가장 훌륭한 매개물로서 고전 

텍스트를 사용할 때 문해력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능력이 

길러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미나의 목적은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파악해 나가면서 토의 주제

에 관해 바라보는 방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

는 데에 있다. 따라서 세미나는 주어진 텍스트를 중심으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각자의 관점, 지식, 가치관 혹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질문과 논점에 관해 집단적으로 탐구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목표는 교수자의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해당 

주제와 쟁점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검토하고, 경청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지식의 확장, 관점의 변화, 

지적 능력의 성장을 꾀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확장

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학습 방법의 차원에서 분석해보자면, 세미나 수업은 

그 자체로서 인식론(epistemology)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전 텍스트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는 그 내용과 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지적 

훈련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지식의 확장을 꾀함과 동시

에 학습법에 대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세미나 수업에

서 본질적인 질문은 결국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어진 

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는 것

은 무엇인가? 자신이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진지한 논의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제대로 학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도 연결된다. 세인트 존스의 세미나 수업에서는 텍스트를 

읽어오는 것 외의 과제가 미리 주어지지 않고 토론 주제나 

질문도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 사전에 주어진 논제만으로 

텍스트의 의미가 축소될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기도 하

고 난해한 텍스트를 읽고 스스로 사색한 후 처음 접하는 

질문들도 즉석에서 다각적으로 따지고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세인트 존스의 세미나

는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수업이 아니고 수업의 방향과 

결말이 근본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하지만 

성공적인 세미나의 경우 참가자들의 대화는 오히려 세미

나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3)

교원들은 세미나에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세미나를 시작하

는 질문(an opening question)을 제시한 다음 후속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살펴보

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반드시 필요하다

고 판단할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대화의 내용과 방향을 

조율하거나 보다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질 새로운 질문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전임교원을 지칭

할 때 교수(professor) 대신 튜터라는 단어 사용하는데 이는 

세미나에서 교원들 본연의 역할이 자기 전문 분야의 “학

설”(doctrines)과 “이론”(theories) 혹은 “지식”(knowledge)

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전수하기 위해 “공언”(profess)하

3) 참고로 이와 같은 지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미나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대학교육 현실적 문제에 관한 권위자로 알려진 로렌 포프(Loren Pope)는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들�(Colleges That Change Lives)이라는 저서에서 이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지적인, 없어서는 안 될 4개의 대학”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Pope, 2012: 440). 나머지 세 대학은 말보로, 뉴, 리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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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문하는 과정을 안내하

고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선언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수자-학습자의 권위와도 연결되는

데, 튜터와 학생들은 세미나에서 서로를 부를 때 Mr.와 

Ms.라는 경칭을 사용한다. 세미나에서는 교수자-학습자 

간의 대화가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학습자 간

의 대화가 위주가 되며 학생들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탐색하는 가운데 서로의 답변을 점검하고 심화시키는 기

회를 창출해 나간다. 그 결과 학생들 자신이 전통적으로 

교수자들이 전유해 온 습관과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튜터는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학습 방법과 대화법 

자체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동일한 텍스트를 다루

더라도 튜터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세미나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세인트 존스의 거의 모든 교원들

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지만 각자의 전공 분야와 무관

하게 매년 다른 학년의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다년 간에 

걸쳐 세인트 존스의 교과 과정에 포함된 모든 고전 텍스트

들을 읽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튜터들 역시 자신들의 

학문과 경험의 폭을 꾸준히 확장시켜 나가며 독특한 지적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세미나에서 대화의 방식과 역동성 역시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대화가 단지 이성적, 합

리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감정적, 정서적 태도 및 기대감 등을 모두 

반영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대화를 할 때 모든 참가자들은 상대의 의견, 관점, 가치관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하고 확장할 뿐만 

아니라 열린 태도로 상대의 견해와 입장을 주의 깊게 파악

하고 이를 통해 지식의 습득 방법 자체를 익혀나가고 자신

이 잠정적으로 견지하고 있던 견해와 입장을 기꺼이 변화

시켜 나간다. 이 과정에는 말할 것도 없이 고도의 집중력

과 관심이 전제되고 대화의 모든 참가자들은 서로의 변화

를 통해 함께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미

나는 논쟁 위주의 토론도 아니며 교수자의 주도하에 학생

들이 차례로 생각, 감정, 반응 등을 공유하는 교실 토의도 

아니다. 세미나에서는 개별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이나 

조별 발표 등도 전무하다. 세미나는 특정한 텍스트와 텍스

트의 저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참가

자들 모두가 함께 다양한 질문을 찾아나가며 이러한 질문

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성장

해 나가는 방식으로써의 담화(discourse)에 가까운 수업이

며 이성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진솔한 “대화”(dialogue)로서의 비경쟁-열린 수업 방식을 

활용한 수업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때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고전 교육에 

바탕을 둔 세미나 수업이 어떻게 해서 앞서 논의한 4가지 

상위 기술과 7가지 소프트 스킬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과 자질의 바탕에

는 결국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생각을 연결시켜 나가는 

능력이 전제되는데, 세인트 존스의 세미나 참가자들은 

고전을 매개로 하여 사물과 현상, 개념과 실제, 문제와 

문제, 자아와 자아, 자아와 타자, 개인과 사회 및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연결 짓기 훈련을 끝없이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 새로운 분야, 낯선 상황에 직면해서도 제대

로 된 문제 제기능력과 지식 간의 창의적 연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켜 나간다.

2.3 세인트 존스 세미나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INU 

Great Books Program 세미나 모델

인천대학교에서는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 (INU Great 

Books Program)을 통해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세미나 

수업 방식을 적용한 교양 세미나 수업과 전공 세미나 수업

을 2020년 1학기부터 개설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대학혁신 아이디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교내 전임교원들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과목 개발 및 개설 희망 

교원을 모집한 후 2019년 9월부터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교수진이 참가한 “고전읽기 모의 세미나” 및 

워크샵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

점들과 가능성들을 참고하여 방학 중 프로그램 설계를 

정비하고 세미나 수업 진행에 필요한 참고용 교수자 매뉴

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관련 교과목 개발과 함께 수업

별 정원, 시수, 학점에 관한 제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교무처와의 협의를 통해 교양 세미나 수업에서는 2명의 

전임교원과 20명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함께 수업에 

참가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4) 이는 인천대의 새로운 세

미나 수업 모델인데,5) 단순한 팀 티칭이 아니라 교수 1명

당 학생 10명 정원의 수업을 2개 반으로 개설한 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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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전체에 걸쳐 합반 수업을 실시한다. 분반 별로 학점

을 부여하며 교원들도 각자 별도의 시수를 전부 인정받는

다. 즉, 형식상으로는 10명 정원의 수업 2과목이 운영되지

만 내용상으로는 10명 정원의 2개 교과목이 완전히 하나

의 수업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소형 수업과 

독특한 구성으로 인해 각 세미나 별 2명의 전임교원과 

학생 20명이 수업을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교수-학생 비율 

차원에서만 세인트 존스 세미나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방식은 세인트 존스의 세미나와 유사한 방식으

로 전공 분야가 다른 교원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통해 대화에 융⋅복합적인 

시각과 활력을 불어넣고 대화의 폭과 깊이를 풍성하게 

만들고, 대화 전체의 방향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로도 작동한다.

예를 들어, <표 1, 2>와 같이 2020년의 경우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의 고전 텍스트를 모두 다루고 있는 <우

리는 왜 대학에 왔는가 세미나> 과목에서는 영문과와 물

리학과 소속의 전임교원이 수업을 함께 담당하였고, <시

민되기와 정의의 문제 세미나>에서는 영미 드라마를 전

공한 교원과 한국 사상 및 동양윤리를 전공한 교원이 공동

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동양과 서양의 텍스트를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 또한 <근대적 지식인은 어떻게 탄생하였나 

세미나>에서는 문학과 철학을 전공한 교원들이 이 분야

에서 선정한 텍스트의 논의를 공동으로 이끌어왔다.

인천대학교 Great Books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텍스

트는 세인트 존스의 세미나 도서목록과 인천대학교 자체

의 필독교양도서 300편 가운데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

다. 기존의 ‘고전’(classics)은 고대⋅서양⋅인문학 분야 

서적만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21세기를 준비하

는 학생들이 융합적⋅통섭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서구의 고전만이 아니라 인문,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 등 학문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동서

고금의 문헌을 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 프로그

램의 Great Books는 [그림 1]과 같이 시간⋅공간⋅분야의 

한정적 의미를 극복하여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하고 폭

넓은 범위의 문헌을 포괄한다. 다만 한국 대학생들의 독서 

역량과 토론 및 토의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텍스트는 대부분의 경우 서적 전체가 아니라 15

쪽에서 30쪽 정도의 핵심적인 대목을 발췌하여 사용한다.6)

전공 세미나는 교원 1명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지만 본 논문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인 교양 세미나 수업은 

대형 강의 수업 위주의 일방적 교양 강의 모델 대신 질적

으로 심화된 소수 정예의 집중 토론 수업7) 방식을 개발하

여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업의 규모와 정원 

못지않게 교수자의 역할과 수업의 진행 방식이 매우 중요

하다. 교수자는 세인트 존스의 튜터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4) 교과목 개발 공모를 통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과별 고전 전공세미나 (교수 1명, 학생 20명 이하) 5과목, 고전 토론을 기존 전공 과목에 30% 정도 접목시킨 

학과별 고전 전공 세미나 수업(교수 1명, 학생 20명 이하) 5과목, 교양 분야의 세미나 수업(교수 2명, 학생 20명 공동 수업) 4과목을 개발하여 운영중이다. 

2021년 2학기에 교양 1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한 유형의 세미나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수인정(P/F) 방식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2022 학년도부터는 절대평가로 전환 예정이다. 대학 전체 차원에서는 전공과 교양 세미나 모델을 모두 개발 중이지만, 본 연구는 교양 세미나 수업 

모델의 개발과 효과 검증을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5) 이하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모든 수업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2020년도 인천대학교 교양 수업으로 개설된 정규 교과목을 의미한다.

6) 일부 세미나 수업의 경우, 비교적 짧은 텍스트 위주로 선정도서 전체를 읽고 수업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근대적 지식인은 어떻게 탄생하였나 세미나>에서는 

｢공산당 선언문｣ 전체를 읽고 토의한다. 후속으로 개발한 세미나 교과목에서는 분량이 긴 책 한 권 전체를 읽고 필요에 따라 2, 3주에 걸쳐 토의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7) 이하 본 논문에서 “토론”이라는 용어는 토론(debate)과 토의(discussion)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서 논의한 토론과 토의 방식을 모두 접목시켜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dialogue) 방식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교과목명 교수명(소속학과) 역량목표 수강인원

1
왜 우리는 대학에 

왔는가 세미나

이** (영문과)/

김*우(물리학과)

- 의사소통

- 창의융합

- 글로벌 역량강화

교수별 10명/20명 

합반수업

2
시민되기와 정의의 

문제 세미나

김**(윤리교육과)/

황**(영문과)

- 의사소통

- 문제해결
- 글로벌 역량강화

교수별 10명/20명 

합반수업

3
근대적 지식인은 어떻게 

탄생하였나 세미나

이**(영문과)/

윤**(윤리교육과)

- 의사소통

- 창의융합

- 리더십

교수별 10명/20명 

합반수업

<표 1> 2020년 1학기에 개설한 교양 세미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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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생

들이 텍스트를 매개로 올바른 질문을 제기하는 데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며 학생들과 텍스트 사이,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의 대화를 조율하고 토론의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수자와 학생들이 권위적 

수직관계에서 탈피하여 상호존중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의 참가자로서 서로의 대등한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 

교수자는 학생들을 아무개 학생, 학생들은 서로를 아무개

님, 혹은 아무개 학우님 등으로 호칭한다. 강의와 시험을 

완전히 배제하고 100 퍼센트 질문과 대화 방식으로 의견

을 교환하는 이러한 세미나는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소크

라테스 방식의 세미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 

방식의 세미나란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질문을 통해 가르치는 방식이며 이러한 

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수자는 “토의의 예술가”(artist 

of discussion)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인천대학교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INU Great Books 

Program)에서 개발한 세미나 모델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따른 토론 효과는 [그림 2]의 개념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인천대학교의 교양 세미나 역시 기본적으로 다방향의 

토론과 의사소통을 지향하기 때문에 담당 교원들은 교수

자(professor)로서의 독백적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토론 

진행자로서의 튜터 역할을 담당한다. 세미나 수업별로 

전공이 다른 두 명의 교원을 배정하여 토론과정에서 시각

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며 교수자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토론의 문제 제기자, 조율자, 촉매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지식을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교수-수강자’ 관계에서 탈피해 ‘진행자-토론자’, ‘토론자

과목명 왜 우리는 대학에 왔는가 세미나

이수구분 교양선택 이수영역 균형교양-INU 인성

학과 영문학과/물리학과 담당교수 이**/김**

교과목 

개요

및 목적

인문학과 자연과학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고전 텍스트를 활용하여 통섭적 접근방식으로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 교육의 

목적과 가능성은 무엇인가, 생산적인 토론법과 학습법은 무엇인가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존재 의미와 학문의 습득 및 활용방법 

전반에 관한 주제를 다각적으로 다루어 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능력, 자유로운 상상력, 인간에 대한 공감과 

자아 성찰 능력을 갖춘 책임 있는 대학생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목 

목표

이 과목의 목표는 대학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학점과 스펙을 쌓기 위한 무한경쟁의 취업준비 

학원으로 전락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목적과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이라는 지적 공동체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현실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학생들을 진정한 지식인, 비판적 사고능력과 책임감을 

가진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즉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교양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본다.

2주
대학이란 무엇인가?: 앤드루 델반코의 �왜 대학에 가는가�(선독)를 읽고 고등교육의 역사와 대학의 발전과정 및 현 실상에 

대해 토론하기

3주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플라톤의 �공화국�(선독)을 읽고 지식의 습득 방법과 지식의 사용법에 대해 토론하기

4주 고대 희랍과 로마의 영웅들의 교육: 플루타아크의 �영웅전�(선독)을 통해 지도자의 자질과 교육법에 대해 토론

6주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에머슨의 ｢교육에 관하여｣를 읽고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9주
근본이란 무엇인가: 칼세이건의 �코스모스�(선독)에 나타난 원자와 소립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기본 입자와 세상의 

근본에 대해 토론하기

12주

존재하는 것이냐 관측하는 것이냐

리차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선독)에서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관측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의미에 

대해 토론하기

13주
자연과 일체가 되는 목적 있는 삶의 태도

�왈든 호수�(선독)에서 헨리 데이비드 쏘로우가 보여주는 자연과 독서를 통한 대학 교육과 삶의 일체화 과정에 대한 토론

<표 2> 2020-1학기 “왜 우리는 대학에 왔는가 세미나”의 강의계획서와 주찰별 텍스트 일부 예시

[그림 1] Great Books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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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간의 다방향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세미나 모델은 학습자 주도로 진행되며 중요

하고 난해한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지적 호기심 향상, 

객관적 분석과 합리적 추론 능력을 포함한 비판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 능력 개발, 말하기, 듣기, 공감 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 발전, 다양성을 수용하며 의사를 

결정하거나 스스로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고의 유

연성 증진,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대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설계된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과 세인트 

존스 컬리지의 세미나 수업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

과 차이점은 <표 3>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2] 기존의 강의식 수업 모델 내 의사소통과 열린 대화로서의 

세미나 수업 내 튜터-토론자 간 의사소통 모델

세인트 존스 세미나 수업 INU GB 세미나 수업

1. 교과목 구성 

및 교원, 

학생 정원

- 학생 정원 17-19 명

- 전공분야 다른 2명 동시 진행

- 10명 정원의 수업 2과목을 한 학기 내내 공동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전공이 다른 교원 2명이 20명 정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수업으로 운영

- 교원 1인당 10명씩 독자적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교원별 시수도 개별 

인정 (시수와 정원을 고려한 인천대 독자 모델)

2. 텍스트
- 학년별 고전 목록 선정

- 도서 전체 사용 원칙, 일부 발췌본 사용

- 인천대 필독교양도서목록 및 세인트 존스 도서목록 중에서 선정

- 현재 도서별 15-30쪽 정도의 선독 중심 (향후 도서 전체 사용 세미나 

확대 예정)

3. 진행방식

- 강의와 지식 전달 지양

- 조별 발표나 그룹 활동 없음

- 참고 자료 사용 없이 텍스트 위주 전면 토의와 대화

- 강의와 지식 전달 지양

- 조별 발표나 그룹 활동 없음

- 참고 자료 사용 없이 텍스트 위주 전면 토의와 대화

4. 교수자 역할
- an opening question 제시

- 토의 조율 및 대화 방향 전환

- an opening question 제시

- 토의 조율 및 대화 방향 전환
- 수업 중 토의법 피드백 제공

5. 과제 및 성적 

부여 방식

- 세미나 페이퍼 제출
- 참가 정도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 제공

- 절대평가로 성적 부여, 참고용 기록으로 남겨 대학원 

진학 등에 활용

- 중간/기말 페이퍼 제출

- 참가 정도에 대한 피드백 제공

- 현재 P/F 실시 (절대평가 전환 예정)

6. 기타

- 대표적 Liberal Arts College로 별도의 전공없이 4년간 

모든 학생들이 학년별로 구성된 세미나 수업에 참가하

여 서구의 대표적 고전을 섭렵함
- 세미나 외 외국어 및 실험 교과목 등은 소규모의 튜토

리얼(tutorial) 방식으로 운영함

- 한국의 종합 대학에서 각자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교양 세미나 수업의 

일환으로 세미나별 주제에 따라 선정된 텍스트를 읽고 토의함
- 주제별 세미나 수업 외에 학문 분야별 (역사/철학/문학/자연과학/사회

과학 등) 세미나 교과목 추가개발 추진 중

- 전공 세미나 교과 과정의 경우, 이 연구에서 다루는 교양 세미나 교과

목과는 별도로 개발하여 융⋅복합, 통섭 교육 효과 기대

<표 3> 세인트 존스 세미나와 인천대학교 Great Books Program 세미나 운영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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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학기부터 2학기에 걸쳐 인천대학교

의 GB 교양 세미나 수업 에 참여한 학생들 전체(1학기 

60명, 2학기 60명)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전체 학생 중 2020-1학기 사전검사에 참여한 

학생은 50명, 사후검사는 42명이었고, 2020-2학기에 사전

검사에 참여한 학생은 54명, 사후검사에 참여한 학생은 

56명이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3.2 연구방법 및 절차

GB 교양 세미나 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20년 1학기의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수업에 참여한 학생

들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이 연구에 대한 

목표를 먼저 설명하고, 공지 사항을 통해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전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설문에 

남긴 휴대폰 번호를 통해 4,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전달하였다. 2020년 1학기 온라인 사전 설문조사는 2020

년 3월 30일부터 4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고, 사후 설문

조사는 2020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2020년 2학기에도 1학기와 동일한 절차로 온라인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9월 12일부터 2020년 9월 

26일에 걸쳐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후 설문조사

는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2020년 1학기 사후 설문조사가 끝난 후 각 수업의 담당 

교수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수강

한 학생들 중에서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구분
2020-1학기 참여자 수(%) 2020-2학기 참여자 수(%)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성별
남자 27(54%) 17(59.5%) 33(61.1%) 33(58.9%)

여자 23(46%) 25(40.5%) 21(38.9%) 23(41.1%)

학년

1학년 4(8.0%) 4(9.5%) 15(27.3%) 15(26.8%)

2학년 15(30.0%) 9(21.4%) 16(29.6%) 14(25.0%)

3학년 18(36.0%) 18(42.9%) 15(27.8%) 18(32.1%)

4학년 13(26.0%) 11(26.2%) 7(13.0%) 8(14.3%)

기타 0(0.0%) 0(0.0%) 1(1.9%) 1(1.8%)

전공

인문대학 7(14.0%) 4(9.5%) 12(22.2%) 15(26.8%)

자연과학대학 5(10.0%) 5(11.9%) 3(5.6%) 3(5.4%)

사회과학대학 12(24.0%) 11(26.2%) 7(13.0%) 7(12.5%)

글로벌법정경대학 8(16.0%) 4(9.5%) 8(14.8%) 7(12.5%)

공과대학 5(10.0%) 5(11.9%) 5(9.3%) 6(10.7%)

정보기술대학 5(10.0%) 5(11.9%) 5(9.3%) 4(7.1%)

경영대학 3(6.0%) 2(4.8%) 3(5.6%) 4(7.1%)

예술체육대학 2(4.0%) 1(2.4%) 2(3.7%) 1(1.8%)

사범대학 0(0.0%) 0(0.0%) 3(5.6%) 4(7.1%)

도시과학대학 1(2.0%) 3(7.1%) 3(5.6%) 3(5.8%)

생명과학기술대학 2(4.0%) 2(4.8%) 1(1.9%) 1(1.8%)

동북아국제통상학부 0(0.0%) 0(0.0%) 2(3.7%) 1(1.8%)

총 참여인원 50(100%) 42(100.0%) 54(100.0%) 56(100.0%)

<표 5> 연구 대상의 특성

시기
2020-1학기 2020-2학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인원 50명 42명 54명 56명

<표 4> 학기별 연구 참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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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집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자발적

으로 참여하였으며, 면담 후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에는 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

으며, 인터뷰가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담당 교수가 아닌 교육 평가 전문가가 참여하여 GB 교양 

세미나 수업의 수업 경험, 수업 참여한 후 변화된 점, 수업

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해 질문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였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GB 교양 세미나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

통능력, 토론 효능감(개인, 집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교 소속감 및 적응, 및 토론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자기보고식으로, Likert식 6점 척도(1점: 전혀 그

렇지 않다 ~ 6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8)

3.3.1 비판적 사고력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은

모, 진성희, 김균희(2016)가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의 사

고력 측정도구 중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6문항을 활용하였다. 비판적 사고력 문항은 “나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와 같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

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3.3.2 의사소통능력

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준웅, 

김은미(2006)가 대인 의사소통능력을 통제성, 수용성, 적

절성의 세 차원으로 구성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 

의사소통 능력 척도를 활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척도 

중 통제성 4문항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때 

이야기를 주도하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며, 

수용성 2문항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려는 것에 

대해 주의를 잘 기울인다”, 마지막 적절성 3문항으로 “나

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와 같은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3.3.3 토론 효능감

대학생의 토론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준웅 외

(2007)이 개발한 개인⋅집단 토론 효능감 8문항을 활용하

였다. 토론 효능감 측정도구는 자신이 토론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 토론 효능감과 토론 참여가 수업의 

진행이나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

을 의미하는 집단 효능감의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준웅 외, 2007). 자기 토론 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4문항으로, “나는 토론에서 내 의견을 제시하는 데 

능숙하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집단 효능감은 

4개의 문항으로, “토론을 통해 보다 좋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3.3.4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West와 

Bentley(1990)의 자기 주도적 학습 준비도 척도를 유귀옥, 

정지응(1998)이 번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자기주도 학

습능력 측정 도구는 6개의 요인(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

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

심, 자기 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의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에 대한 애착(8문항) 문항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8문항)의 예시 문항은 “내가 배우겠다고 결심한 것

이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와 같다. 도전

에 대한 개방성(8문항)의 예시 문항으로는 “각각의 의견

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학습에 대한 호기심(4

문항)의 예시 문항은 “매사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와 같다. 자기 이해(2문항)의 예시 문항은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2문항)은 “내가 배우는 일은 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 

중 2, 4, 10, 15, 28번 문항은 역채점되었다.

8) 용어 사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GB 교양 세미나 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때, 토론과 토의 및 대화 개념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개념과 방식 모두를 접목시켜 세미나 수업에서 활용한 논의 방식을 통칭하여 “토론”이라는 용어로 제시하였고, 아울러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논의할 때도 “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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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대학생 학교 적응 및 소속감

대학생이 지각하는 대학에 대한 소속감 및 대학 생활의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

육종단연구 2005’에서 개발한 대학생용 조사도구 중 대학 

소속감 및 대학 생활의 적응 문항들을 활용하였다(김양분 

외, 2014). 대학 생활의 적응은 총 9문항으로 “대학에 다니

고 있는 이유와 얻고자 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대학 소속감은 총 15문항으로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3.6 토론 수업 만족도

GB 교양 세미나 수업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임

규연(1999)의 웹기반 온라인토론 수업 만족도 검사 도구

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론에서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좋은 학습 경험이

었다”, “나는 다음 학기에 토론식 강의를 수강할 기회가 

온다면 그 과목을 수강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3.4 자료 분석 방법

GB 교양 세미나 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

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Paired 

sample t-test(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처리

는 SPSS 25.0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

들의 GB 교양 세미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중 7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표 6>에 각 학기에 수행한 사전-사후 검사의 변인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각 변인별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학기에는 모든 변인에서 사후 검사에서의 평균점수가 

사전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2학기에는 

의사소통능력과 학교 소속감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에

서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토론 수업의 효과성 검증

2020년 1학기와 2학기에 GB 교양 세미나 수업에 참여

한 학생들의 수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

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전-사후 비판적 사고력, 의사

소통능력, 개인⋅집단 토론 효능감, 학교 소속감, 학교 

적응, 자기주도 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초점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를 함께 분석하였다.

4.2.1 비판적 사고력 사전-사후 차이 분석

먼저 <표 7>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GB 교양 세미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

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비판적인 사고력의 평균점수는 1학

기에 사전 조사에는 4.55점에서 사후 조사에서 4.70점으

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

연구변인

2020-1학기 2020-2학기

사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사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사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사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비판적 사고력 4.55(.57) .73 4.70(.73) .85 4.66(.60) .72 4.87(.62) .75

의사소통 능력 4.46(.59) .83 4.63(.71) .87 5.03(.57) .76 5.03(.63) .75

개인 토론효능감 3.65(.96) .92 4.00(.90) .88 4.19(.91) .91 4.32(1.01) .93

집단 토론효능감 4.63(.65) .79 4.87(.79) .88 4.57(.63) .72 4.67(.70) .68

학교 소속감 4.50(.52) .82 4.65(.61) .85 4.48(.65) .88 4.48(.79) .89

학교 적응 3.83(.62) .73 3.93(.67) .73 3.90(.72) .83 3.99(.81) .81

자기주도적 학습 4.21(.50) .91 4.45(.51) .90 4.29(.55) .90 4.39(.56) .91

토론 수업 만족도 - - 5.01(.86) .96 - - 5.12(.70) .95

<표 6> 기술 통계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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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2학기에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사전 조사에

서 4.66점에서 사후 조사에서는 4.87점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은 고전 텍스트를 읽고 

그 시대에만 국한 시켜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다루는 내용이 현실의 삶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떤 사태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양한 관점에

서 생각해볼 수 있는 사고력이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언급한 비판적 사고

력에 관련한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다른 분들의 생각을 비교하는 것도 좋았

고 더 나아가서 고전 텍스트는 저희가 알지 못했던 

너무 옛날의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텍스트를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의 사회랑 비교하

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정치외교학 전공, 학생 B)

“저의 실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했다기보다는, 생

각하는 폭이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 다른 분의 

의견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것

을 통해 내가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생명공학 전공, 

학생 G)

4.2.2 의사소통능력 사전-사후 차이 분석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지각한 의사소통능력은 2020년 1

학기의 사전 조사에서는 평균점수 4.46점이었고, 사후 조

사에서는 4.63점으로 높아졌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학기에는 

사전과 사후 조사에서 평균점수가 5.03점으로 동일하여,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설문조사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초점집

단인터뷰에서는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참여한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 간의 소통을 위해 경청하고 자신의 지식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경

험하였다고 밝혔다.

“군대도 다녀오고 다 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

이랑 어떻게 대화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토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나중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다른 데를 지원한다든지 아니

면 다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먼저 대화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구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

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공감하는 부분도 좀 

M N SD SE t df p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사전점수 4.55 4.66 39 42 .57 .60 .09 .09

사후점수 4.70 4.87 39 42 .73 .62 .12 .10

사전사후 점수 차 -.15 -.21 38 41 .63 .53 .10 .08 -1.53 -2.49 38 41 .135 .017

<표 7> 사전-사후 비판적 사고력의 변화

M N SD SE t df p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사전점수 4.46 5.03 38 40 .59 .57 .10 .09

사후점수 4.63 5.03 38 40 .71 .63 .12 .10

사전사후 점수 차 -.17 .01 38 40 .61 .42 .10 .07 -1.69 .074 37 39 .099 .941

<표 8> 사전-사후 의사소통능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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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었던 것 같고…”(신문방송학 전공, 학생 F)

“(이 수업이) 다른 수업 듣는데, 영향을 미친 부분

이라면, 아무래도 좀 더 말하는 게 편해졌다는 느낌

이 있어요. 다른 수업에서도 질문 같은 거나, 뭐 

대답 같은 거 할 때랑, 이럴 때도 좀 더 마음 편하게 

별로 부담 가지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컴퓨터공학전공, 학생 A)

4.2.3 토론 효능감 사전-사후 차이 분석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토론 효능

감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자기 토론 효능감은 2020년 1학기 

사전 조사에서는 평균점수가 3.65점에서 사후 조사에서

는 4.0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2학기에도 역시 평균점수가 4.19점에서 4.32점으

로 향상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이 토론

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신념을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예시 응답을 살펴

보면,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도해나가려는 태도가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뭔가 제 생각에 

친구의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듣고 ‘그렇

구나’ 하고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토론할 때는 어

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서, 저도 이제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뭔가 제 생각

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대화를 하려

고 하려는 것 같아요.” (정치외교학 전공, 학생 B)

<표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 토론 효능감은 

2020년 1학기의 사전조사에서 평균점수가 4.63점이었고, 

사후 조사에서는 4.8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에는 사전 조사에서 평균점

수가 4.57점에서 사후 조사에서는 4.67점으로 향상되었으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초점집단인터

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토론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텍스트

를 읽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이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기에서 진행된 토론 수업은 서로 존중

해주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의견을 펼치

는 것도 중요한데, 사회에 나가서도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 질문하는지 이런 것을 배워

야 한다는 이유로 토론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

M N SD SE t df p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사전점수 4.63 4.57 40 41 .65 .63 .10 .10

사후점수 4.87 4.67 40 41 .79 .70 .12 .11

사전사후 점수 차 -.24 -.10 40 40 .66 .55 .10 .09 -2.35 -1.22 39 40 .024 .230

<표 10> 사전-사후 집단 토론 효능감의 변화

M N SD SE t df p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사전점수 3.65 4.19 38 41 .96 .91 .16 .14

사후점수 4.00 4.32 38 41 .90 1.00 .15 .16

사전사후 점수 차 -.35 -.13 38 41 .82 .86 .13 .13 -2.63 -.95 37 40 .012 .350

<표 9> 사전-사후 자기 토론 효능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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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영어영문학 전공, 학생 H)

4.2.4 자기주도적 학습 사전-사후 차이 분석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

습을 진행하고 평가하며, 학습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학습

자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있어서 변

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의 6가지 하위요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1학기와 2학기 모두에서 사전 조사보다는 사후 

조사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

로, 2020년 1학기에는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학습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에 있어서 사전, 사후 조사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에는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과 학습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

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학기 초반보다 학습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결과와 

상관없이 더 열심히 학습하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접하면서 보다 내재적인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학습해보

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전 

텍스트를 읽으면서 학습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아

래는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중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말 종강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아 

진짜 패스만 받고 끝나기엔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여타 다른 3학점 과목 못지

않게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전공, 학생 A)

“저는 진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빨리 읽고 

그냥 리뷰 딱 쓰고 토론 수업에 참여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른 학생 분들이 말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

말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처음에는 이제 여러 번 읽었어요.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토론을 

준비하다보니까, 사실 (학습)시간이 좀 길어지는 

건 좀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과목을 가면 

갈수록 더 좋아한 것도 있어서 우선순위로 뒀던 

것 같아요. 교양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정성을 

M N SD SE t df p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습에 대한 

애착

사전점수 4.39 4.60 38 38 .56 .72 .09 .12

사후점수 4.65 4.63 38 38 .55 .77 .09 .13

사전사후 점수 차 -.26 -.04 38 38 .43 .45 .07 .07 -3.71 -.540 37 37 .001 .592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사전점수 4.56 4.63 39 43 .54 .49 .09 .08

사후점수 4.69 4.84 39 43 .59 .53 .09 .08

사전사후 점수 차 -.13 -.21 39 43 .39 .40 .06 .06 -2.09 -3.47 38 42 .044 .001

도전에 대한 

개방성

사전점수 3.69 3.99 37 42 .55 .57 .09 .09

사후점수 3.82 4.02 37 42 .57 .57 .09 .09

사전사후 점수 차 -.14 -.03 37 42 .47 .40 .08 .06 -1.75 -.520 36 41 .088 .606

학습에 대한 

호기심

사전점수 4.03 4.03 40 44 .87 .82 .14 .12

사후점수 4.28 4.37 40 44 .76 .89 .12 .13

사전사후 점수 차 -.25 -.34 40 44 .71 .68 .11 .09 -2.22 -3.65 39 43 .033 .001

자기 이해

사전점수 4.24 4.05 40 43 1.04 1.02 .17 .16

사후점수 4.41 4.14 40 43 .82 .73 .13 .11

사전사후 점수 차 -.18 -.09 40 43 1.04 .80 .16 .12 -1.06 -.759 39 42 .294 .452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사전점수 4.33 4.47 39 44 .65 .87 .10 .13

사후점수 4.81 4.60 39 44 .89 .83 .14 .13

사전사후 점수 차 -.47 -.14 39 44 .79 .83 .13 .13 -3.77 -1.09 38 43 .001 .282

<표 11> 사전-사후 자기주도적 학습 하위 요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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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았죠.” (컴퓨터공학전공, 학생 A)

4.2.5 학교 소속감, 적응 사전-사후 차이 분석

GB 교양 세미나 수업 참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

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변화를 나타내는 사전-사후 조사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2020년 1학기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은 1학기 사전 조사에서는 평균점수가 4.50점

에서 사후 조사에서 4.64점으로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사전 조사의 평균

점수는 4.48점이었고, 사후 검사에서는 4.49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

었다. 학교생활 적응은 1학기 사전 조사에서 평균점수가 

3.81점이었고 사후 조사 점수가 4.00점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학기에는 학교 소속감과 마찬가지로 사전조사에서 3.90

점에서 사후 조사에서는 3.98점으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통해 다른 동료 학생들뿐만 아니라 담당 교수들과

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응답을 하였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와중에 일방적인 

강의 방식의 수업이 아닌 다른 학생들,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교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 수업이 좋았던 게 학생이랑만 토론하

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랑 같이하는 게 좋았거든요, 

사실은. 교수님이랑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거 자체

가 신선하고 좋았어요.” (컴퓨터공학전공, 학생 A)

“저는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전혀 안 해서, 저희 

과 사람들 이외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거

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이런 면대면

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특이한 경험으로 남는 

것 같아요. … 사실 ‘친구로 사귄다’ 까지는, 그렇게 

친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 생각을 나누게 되고 

그랬던 부분이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생명

공학 전공, 학생 G)

4.2.6 토론수업 만족도

토론 수업 만족도 문항은 1학기 말과 2학기 말의 사후 

조사에만 포함되었다. <표 13>에서는 2020년 1학기와 

2학기의 토론수업 만족도의 문항별 평균 점수를 제시하였

다. 1학기의 토론수업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01점이었

고, 2학기에는 5.12점이었으며, 모든 문항에서 1학기보다

는 2학기에 학생들이 인식한 GB 교양 세미나 수업의 만족

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학

생들은 GB 교양 세미나 수업에서 기존의 강의식 혹은 

답이 정해진 토론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동료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전공수업은 거의 수업은 외우거나 그냥 알려주

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이해하고 이런 게 더 컸다면, 

토론은 뭔가를 배우는 느낌보다는 ‘참여하고 있

다’라는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뭔가 배우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한 발짝 물러나 

계시고, 토론 동아리 같은 걸 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지식이 학생에게 딱 

와서 그걸 받아 들인다기 보다는 여러 명의 학생들

이 모여서 만들어간다는 느낌이었어요. … 토론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학생들은 좀 꺼려하고 

M N SD SE t df p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교 

소속감

사전점수 4.50 4.48 32 29 .52 .65 .09

사후점수 4.64 4.49 32 29 .61 .79 .11

사전사후 점수 차 -.16 -.01 32 29 .31 .45 .06 .08 -2.58 -.11 31 28 .015 .912

학교생활 

적응

사전점수 3.81 3.90 33 32 .55 .72 .10 .13

사후점수 4.00 3.98 33 32 .67 .81 .12 .14

사전사후 점수 차 -.20 -.08 33 32 .42 .52 .07 .09 -2.65 -.91 32 31 .013 .371

<표 12> 사전-사후 학교 소속감 및 적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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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기 힘들어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수업을 들은 내가 대견해진 느낌? 그런 거.” 

(생명공학 전공, 학생 G)

5. 논의 및 제언

최근 대학에서는 21세기 이후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전공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융합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등과 같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 교육과정

의 틀에서 벗어난 교육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불가피해졌

다(조헌국, 2017). 이에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실시하고 

있는 고전을 활용한 자유학예 교육이 미래에 잘 대비된 

교육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마버, 2017). 인천대학

교 교양 세미나 수업은 기본적으로 세인트 존스의 세미나 

방식과 최대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인트 존스의 세미나 

수업 모델을 바탕으로 인천대학교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

하도록 개발한 INU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고전 텍스트

를 읽고 토의하는 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

년 1학기와 2학기에 GB 교양 세미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

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학기와 2학기 학생들은 사전에 비해서 사후 

검사에서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개인⋅집단 토론 

효능감, 학교 소속감, 학교 적응, 자기주도 학습의 평균 

점수가 대체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2020년 1학기에는 

학생들의 자기 토론 효능감, 집단 토론 효능감, 자기 주도

적 학습의 요인 중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학습에 대한 호기심,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통해 학교 소속감과 적응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학기에는 학생들

의 비판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학습 요인 중 학습자로서

의 자기 확신, 학습에 대한 호기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사전-사후검사 결과는 초점

집단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진술에

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경험한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개인⋅집단 토론 효능감, 학교 소속감, 학교 적응, 자기주

도 학습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세인트 존스 대학의 

세미나 방식의 수업이 실제로 한국 대학생들이 미래사회

를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써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향상을 보인 요인이 적은 이유로는 2학기에는 GB 교양 

세미나 수업 방식이 학내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고 해당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미 새로운 세미나 

수업 방식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수강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토의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거나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수업 

효과성 조사에 포함된 일부 항목은 향상의 여지가 적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2020년 1학기와 2학

수업 만족도 문항 2020-1 2020-2

1. 만약 다음 학기에 토론식 강의를 수강할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 과목을 수강할 것이다 4.69 4.84

2. 나는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다른 친구에게 권하고 싶다 4.76 5.05

3. 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00 5.07

4. 토론 활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만한)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5.12 5.30

5. 토론 활동을 통해서 이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었다. 5.07 5.16

6. 토론 활동은 이 수업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5.19 5.20

7. 토론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것은 나의 의견과 생각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5.26 5.30

8. 토론에서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좋은 학습 경험이었다 4.98 5.25

9. 토론 활동 덕분에, 토론활동을 하지 않았던 다른 수업에서 보다 동료 학습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4.95 5.11

10.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토론 주제에 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5.10 4.91

전체 5.01 5.12

<표 13> 토론수업 만족도 문항별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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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사전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 통계 결과를 보면 명확하

게 알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연구 변인에서 2020년 1학기

의 사전 조사에 비해서 2학기의 사전 조사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학기보다 2학기에 GB 교양 

세미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세미나 수업에 대한 준비

도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업을 통한 변화가 크게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INU GB 교양 세미나 수업 효과성 분석 결과 및 1년간 

운영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 및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인트 존스 방식의 세미나 수업이 효과를 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원 2명이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하려면 교수

들의 시수 분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는 대학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세인트 존스처럼 

한 수업에 교원 2명을 배정하고 학생 정원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다만 점차 입학 정원이 

줄어들고 수업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

는 시대 변화의 추세를 고려하자면 토의나 세미나 방식의 

교양 수업에서 소규모 수업의 개설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세미나 수업을 이끌어나갈 교수자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와 이런 유형의 수업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

들을 어떻게 적응시키고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

인데, 사실 이는 수업의 구성과 시수 배분 및 정원 문제보

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중 대다수가 여전히 전공지식과 이론 전달에 중점을 둔 

교과과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토론 및 토의 방식의 수업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토론과 토의를 활용하는 수업 시간에

도 정답이 정해진 단답형 질문을 제기하거나 일회성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 또한 과제 수행과 개인별, 조별 발표 

방식 및 시험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인트 존스 방식의 세미나 수업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확산해 나가려면 세미나 수업을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수법 워크샵, 

교수법 공유 및 피드백 제시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미나 수업 방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세미나 수업을 진행할 때 고려할 또 다른 문제점

은 고전 텍스트의 난이도와 분량 조절이라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독서와 토의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문해력이 높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도서 목록이나 고전 위주

의 필독 교양도서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몇 권의 텍스

트라도 전체를 사용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

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문”이라는 단어와 “고전”이라

는 단어가 포함된 교양 선택 과목은 수강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폐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볼만한 고전과 현 시대의 명저를 균형 있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문 과목의 경우는 책 한 권에

서 중요한 부분이나 대표적인 챕터를 선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반면 독서와 토의에 익숙해

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에서는 텍스트 전체를 

다루어나가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발언이 꼬리

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새로운 질문

과 지식을 만들어나가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세미나 

방식을 활용하여 대학의 교양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수의 교수와 학생이 이러한 수업 

방식에 적응하게 되면 다른 일반 교과목의 운영방식에도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며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원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가가 한국 대학에 적합한 세미나 수업 모델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제언을 덧붙

이자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기본 자질과 역량에 

따라 대학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미나 방식을 초⋅중⋅등 교육과정에도 각 단위와 수준

별로 적합한 모델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수업 지도법을 

익힐 수 있는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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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offers ways to improve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eminar classes for reading and 

discussing classical texts b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U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reat Books (GB) program. 

This program adapted and utilized the discussion methods widely used in seminars at St. John’s College. We selected 60 

students in the first semester and 60 students in the second semester who took GB classes offered in 2020 at INU, and 

then assessed their critical thinking skills, communication skills, (with both individuals and within groups), discussion efficacy, 

sense of belonging and degree of adapt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satisfaction with discussion. We also selected 

7 students out of the 60 students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who took GB seminars in the first semester of 2020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erms of their 

group discussion 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nd a sense of belonging and a degree of adaptability; second, the students 

who took GB seminars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0 show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ir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self-directed learn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further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future discussion-based 

seminars for Korean college students, and also looked at various improvement plans for th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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