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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how 13 Christian professors merged Christian 

worldviews and majors to open and achieve learning and faith subjects. From December 

2020, two surveys were conducted. Frequency Cross and Means by Group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0.0 statistical program. We looked a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udents, as well as the 

students' overall response to the clas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reaction to the class was positive. An average of 1.7467 responses to a 

five-point scale question on the benefit of the subject, 1.9200 in comparison with other 

subjects. In our opinion if another university opens learning and faith subjects, it can be 

sufficiently successful. However Secondly, (1) understanding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the core doctrine of Christianity, (2) having difficulties in living a 

new religious life at 2.6000 and 2.5333. In particular, non-Christian students ha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which statistically indica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0.01 and 

0.005 levels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group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other items such as Christian understanding. Third, this 

study makes four suggestions for the opening of subjects in anticipation of the spread of 

learning and faith to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In other words, based on Robert Harris 

(2004)'s integration of learning and faith, it proposes (1) the spirituality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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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ofessors, (2) preparation and teamwork of classes, (3) consideration and teaching for 

students participating in classes, and (4) continuous integration methods of learning an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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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에 재직하는 기독교수(Christian professor)에게 캠퍼스 선교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기독

교수로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 대학의 신우회 또는 기독교수회에 소속하여, 복음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교수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연구실을 통해 학생들과 바이블 스터디(Bible Study)를 하는 교수도 있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독동아리와 선교단체 등을 돕는 교수도 있다. 또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학생을 

전도하여 출석하는 교회로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수도 있다1. 그리고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의 분야를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도 

있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기독교수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학문과신앙(learning and 

faith)’을 연계해서 수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성과를 실증분석하여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가 재직하는 부산 소재 동서대학교(Dongseo University, 이하 D대학이라 함)

의 사례를 중심으로 13명의 기독교수들이 학문과신앙 과목을 어떻게 개설하여 수업을 하고, 또 성과를 

얻었는지를 분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재직하는 동서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1992년에 설립된 대학이다2. 1965년 ‘성경과 보습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19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지

금은 동서학원 산하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3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매년 1만여명이 졸업하

는 학교법인으로 성장하였다(장성만, 2012: 59-64). 2018년에 학문과신앙 수업을 처음 개설하여 2021

년 7월 현재 7학기가 경과되었다. 학문과신앙은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채플(chapel)과 달리, 13명의 기

독교수가 협력하여 릴레이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문사회부터 공학, 예체능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을 기독교 세계관과 융합하여 참여하고 있다. 또 정규수업이

란 점에서 기독동아리 연합예배 등 캠퍼스 선교를 위해 진행되는 여러 비교과과정 모임과는 다른 특징

을 갖고 있다. 연구를 위해 과목이 개설될 당시의 배경과 수업목표, 평가방법, 주별 수업내용 등을 정리

하였다. 그리고 2020년 12월과 2021년 6월,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과제물을 병행해 

1) 기독교수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예를 들어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 소식지 제1호-6호(2019 -2020)를 참조. http://www.

kupm.org/main/sub.html?pageCode=49

2) 동서대학교는 1965년 영남기독실업학교를 모토를 출발한 대학이다. 소천하신 故장성만목사가 래쉬선교사와 함께 부산시 냉정마을

에 척박한 땅을 구입, 19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학교이다. ‘성경과 보습을 들고’ 신앙의 기초위에 출발을 하였다. 시간마다 채플을 통

해 찬송과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일이면 대학교회를 통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장성만목사가 국민일보에 연재한 “역경

의 열매(2009)”을 보면 대학 경영을 하며 양보할 수 없는 것 2개가 있으니 하나가 채플, 또 하나는 신앙이다. 기술이 부족한 나라의 

입국을 위해 배우고 학문을 하되, 기독교적 가치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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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 교차분석(Frequency Cross 

Analysis)과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집단별 평균분석(Analysis of Means by Group)에 

의한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반응, 기독인학생과 비기독인학생의 유의미

한 차이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신앙과 학문을 연계해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진행할 경우, 예

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논의해 갈 때 필요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전

국의 많은 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을 통합한 신앙과학문 과목 수업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이

하,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한다. 2장은 이론적 고찰로

서 학문과신앙의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3장은 과목이 개설된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설

문조사의 방법과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학문과신앙 과목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언하며, 학생들이 제출한 은혜의 과제 후기를 일

부 간략히 소개한다. 5장은 결론으로 요약과 함께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를 포함 

13명의 기독교수들이 캠퍼스 선교를 위해 실제 경험한 내용들을 기초로 한 것이다. 또한 연구의 결과가 

문헌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학문과신앙과 관련된 통계적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하고 있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II. 이론적 고찰

신앙(Faith)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대상을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것을 말한다. 또 학

문(learning)은 배움을 통해 익힌 지식의 체계로서, 많은 전공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2개

를 하나로 묶은 것이 신앙과 학문이다. 로버트 A. 해리스(2004)에 의하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은 어떤 전공분야의 지식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신앙과 연

계하여 융합한 것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진리가 성경에

서 제시하는 창조와 섭리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학문적 지식과 연계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의 현실을 보면 신앙과 학문이 분리된 경우가 많다. 신앙에 대한 무지가 원

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기독인들 조차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해리스는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자연주의나 이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고보다도 훨씬 더 학문의 현상을 잘 설명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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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신앙과학문 선행연구 (Advanc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분류 연구자 주요 내용 비고

① 개인연구

전광식

(2020)

신학자로서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삶을 영위하고 구원의 진리를 좇을 

때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학문이 나올 수 밖에 없음을 강조
고신대

박정윤

(2020)

성경적 관점에서 행복한 부자학, 증권투자, 경영학원론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강의하고 성과와 함께 소개
영남대

김지원

(2015)

기독교세계관을 물리치료 윤리에 적용, 학생들과의 관계회복과 예수그

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식이 있음을 제시 
백석대

② 팀티칭연구

최혜영

(2017)

14명의 기독교수가 ‘삶과 지적 대화-융복합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생

명, 지구과학부터 인문학, 사회과학, 봉사실천까지 협력수업의 진행을 

소개 

전남대

OOO

(2020)

13명의 기독교수가 2018년부터 ‘학문과신앙’ 교양과목을 개설, 진행한 

내용을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와 21세기포럼 소식지에 간략히 소개

(본연구)

동서대

③ 대학레벨 

연구

최용준

(2013)

신앙과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Robert A. Harris.(2004)의 책을 번역

하고, 한동대에 학문과신앙연구소를 세워 지속적으로 콜로퀴움 세미나 

운영

한동대

이숙종

(2007)

세속화되어 가는 기독대학의 현실앞에 소명을 위해 기독대학의 역사부

터 정체성, 신학/기독교/영성 교육, 신앙공동체의 과제들을 통합적으로 

정리

강남대

장제국

(2016)

기독대학의 건학이념 계승을 위한 일환으으로 故장성만목사의 저서 

32권을 분석,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심은 새로운 약속을 주기 위함으

로 집약

동서대

④ 비교과

과정 연구

전대선

KUPM

건국대 국제교회, 동아대 캠퍼스교회(부민,승학), 목포대 대학교회, 전

북대 국제교회, 충남대 국제교회, KAIST 국제교회 등 캠퍼스 선교활동 

소개

연합

 

조하였다(최용준, 2013: 263).

 물론 세계관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타 종교에도 세계관이 있다(현대종교문화연구소, 

2011: 13-18). 그리고 진화론적 주장과 계몽주의, 자연주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등 심지

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려는 사고와 가치, 세계관도 있다(강용원, 2007: 49-59, 최용

준, 2013: 233-258). 그러나 성경은 창조적 섭리를 기초로, 신구약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다 근본

적인 측면에서 지식과 지혜, 진리(Truth)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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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이요, 명철이다(잠언 9:10)’.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

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또 예수님 스스로 진리이심을 선포하며 학문을 추구함에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교리이다.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창조적 질서와 섭리에 

따라 사물을 이해하고, 또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에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무소부재하며 전지전능한 분이다. 따라서 연구의 현장이든, 강의

실 현장이든 모든 기독교수가 신앙에 따라 학문을 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

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뚜렷한 비전과 가치관을 주신다. 또한 온전한 통합이 이루

어질 때 우리의 학문과신앙이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 행위를 통해 경지에 이르거나 구원을 받는다

는 타 종교와는 확연히 다르다(Calvin, 1559; 원광연, 2018, 이선복, 2021). 본 연구는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해 얻은 성과를 분석, 정리하고 있다.

학문과신앙에 관한 선행연구는 ① 개인연구, ② 팀티칭 연구, ③ 대학 레벨의 연구, ④ 비교과과정 캠

퍼스 선교 연구 등으로 분류해 살펴볼 수 있다. 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첫째, 개인연구에서 전광식(2020)은 저서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따라 학문을 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세상을 보고 삶을 영위할 때 기쁨이 있고, 성경이 구원의 삶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학문이 나올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신학자로서 신

앙과 학문의 통합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박정윤(2020)은 ‘교육선교가 희망이다!’에서 오랜 세월 신앙과 

학문을 통합, 성경적 관점에서 경영학을 가르쳐 온 교수로서, 2006년에 행복한 부자학, 2008년 행복한 

증권투자, 투자론, 경영학원론 등의 수업을 일관되게 성경적 관점에서 저술하고 그 성과를 소개하였다. 

김지원(2015)은 보건의료 전공수업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

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 윤리 과목을 수강생 10명을 대상으로, 에세이 분석과 심층면접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관계의 회복을 실천하는 것으로 학생

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독교수들이 협력하여 팀티칭을 이루어 신앙과 학문을 적용한 사례로서. 최혜영(2017)은 

2016년부터 전남대 14명의 기독교수들이 ‘삶과 지적 대화’라는 융복합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

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삶과 지적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공계, 

인문학, 사회과학, 봉사 실천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역사와 기독교 등 통찰력 있는 글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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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교양 “삶과 지적대화” 수업 콘텐츠 >

1) 인체의 신비:인간 생명의 시작과 종말, 2) 생명의 신비 그리고 식물, 3) 우주를 통해 살펴본 과학과 신앙, 4) 하나님

과 수, 5) 성경과 현대물리학, 6) 약과 삶, 7) 정보기술과 신앙, 7) 기독교와 문학, 8) 역사와 기독교, 9) 기업의 윤리경

영과 경제윤리의 삶, 10) 교회의 법, 성경과 법, 11) 봉사의 삶, 12) 13) 해외치과 의료 봉사에 참여하면서, 14) 빛과 향

기로운 크리스천의 사회봉사와 소명

셋째, 대학 레벨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로 최용준(2013)은 신앙과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Robert 

A. Harris.(2004)의 책을 번역해 소개함은 물론, 한동대학교 안에 ‘학문과 신앙연구소’를 세워 지속적

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학문과 신앙 콜로퀴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숙종(2007)은 ‘기

독교 대학과 교육’에서 세속화되어 가는 기독 대학의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 소명을 위해 기독 대학의 

역사부터 정체성, 문화, 신학·기독교·영성 교육, 지식의 종합과 신앙공동체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정리하

였다. 그리고 장제국(2016)은 대학 총장으로서 기독 대학의 건학이념 계승을 위해 설립자인 故장성만 

목사의 신앙도서 총 32권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심은 새로운 약속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라 내용을 종합하며, 대학의 교육이념이 신앙적 관점의 3H, 즉 머리의 지적 교육(head), 가슴의 정신적 

교육(heart), 손의 지적 교육(hands)에 있음을 정리하였다. 

넷째, 선행연구 마지막은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으로, 기독교수들이 캠퍼스 선교를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것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최근 2019년부터 발행된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

회(KUPM) 소식지 제1-6호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신기현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대 국제교회, 동아

대 캠퍼스교회(부민, 승학), 목포대 대학교회, 전북대 국제교회, 충남대 대학교회 및 국제교회, KAIST 

국제교회, 대구경북교수선교회와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의 유학생 글로벌 비전캠프(CHISTA) 등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학 전체 차원의 미션스쿨로 보기는 어려우나, 캠퍼스 안팎에서 정해진 시

간과 장소에서 예배 활동을 하며, 특히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독교수들의 헌신이 눈에 띄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3

 즉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로버트 A. 해리스의 통합연구를 포함 개인, 팀, 대학, 연합활동 등 다양한 형

태의 연구와 자료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8년에 ‘학문과신

앙’ 과목을 개설하며 특히 위 선행연구 중 다음 사례를 참조하였다. ‘학문과신앙’의 명칭은 한동대의 사

례를 반영하고, 13명의 기독교수에 의한 릴레이 특강은 전남대 사례를 반영하였다. 수업에 관한 설문조

사 평가는 박정윤 교수의 설문방법을 참조하였다. 또 과목의 개설까지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BCPN)의 

3) 2020년 4월현재 국내대학 유학생은 총153,695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6.5만명, 베트남 3.8만명, 대학별로는 경희대, 성균관대, 고

려대가 3,000명이상 대학으로 많다. * 출처: KESS교육통계서비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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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부울경기독교수선교대회(주제:학문과신앙)의 손봉호 교수(2016) ‘기독교적으로 학문하기’, 강영

안 교수(2017)의 ‘기독교 세계관’ 특강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학문과신앙

의 확산에는 기여하였으나, 팀을 이루어 과목을 개설하고, 또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기독인-비

기독인 학생간의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13

명의 기독교수들이 전공과 기독교 세계관을 연계해 팀티칭 수업을 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 기독인-비

기독인 학생의 수업에 대한 평가를 실증분석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학문과신

앙 과목을 개설하여, 성과를 반영한 최초의 실증분석 연구일 것으로 생각된다.  

Ⅲ. 학문과신앙 수업의 성과 분석

1. 과목의 개설배경과 소개 

연구자는 2018년 3월에 동료 기독교수들과 협력하여 ‘학문과신앙(learning and faith)’이란 교양과

목을  재직하는 대학에 개설하였다. 2021년 7월 현재 총 7학기째를 운영 중으로, 그 동안 321명의 학생

이 수강을 신청하여 96.3%에 해당하는 309명이 학점을 이수하였다(Table 2-1). 2020년에 수강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coronavirus disease, COVID)19 팬더믹 상황 방역수칙에 따른 것이며, 2021년

의 경우 수강신청자가 계속 늘어 장소를 대강의실(100명 이상)로 옮기고 인원을 강의실의 1/2인 50명

으로 확대하였다.

Table 2-1 학문과신앙 과목의 개설진행 추이 (Progress in opening learning and faith subjects.)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수강인원 53 62 40 39 37 40 50 321

이수인원 49 61 37 37 37 39 49 309

비율(%) 92.5 98.4 92.5 92.9 100.0 97.5 98.0 96.3

과목개설의 배경에는 2016년 제9회 부울경기독교수선교대회 주제인 ‘학문과신앙’이 크게 작용하였

다. 기독교수의 캠퍼스 선교활동이 복음전도나 기독동아리 지원을 넘어, 교수들이 각자 소유한 전공지

식을 기독교적 가치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봉사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출발하였다. 과목명은 ‘학문과신앙’, ‘신앙과학문’을 2개를 고민하다 한동

대 사례와 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학문’을 먼저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명칭에 ‘신앙’이란 용어를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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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는 미션스쿨의 장점 상 어려움이 없었다. 과목을 교양으로 한 이유는 어느 전공이든 희망하는 경우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수강대상은 1~4학년 전체로 하되, 매 학기 1개 분반, 50명 미만으

로 인원에 제한을 두었다. 수업이 잘 정착될 수 있을까 불안한 부분도 있었지만, 규모가 작아도 매 학기 

수업을 연속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강의계획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목표로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s)이란 무엇인가? 본 수업은 정치, 경제, 사회, 

정보기술, 컴퓨터, 보건의료, 건축, 디자인, 음악 등 본교 전임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공지식

과 학문적 소양을 기독교 신앙과 융합하여,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건전한 가치관을 제공하고, 21

세기 기독인재에게 필요한 비전과 소명(calling)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둘째, 수업의 개요로 ‘대학의 

건학이념에 동참하는 13명의 기독교수가 매주 각자 전공지식을 기독교 신앙과 융합, 릴레이 특강형식

으로 진행한다. 성경적 경제관과 리더십, 언어의 이해와 선교, 컴퓨터 및 기계공학과 신앙, 결혼과 성, 

교회건축, 기독동영상 제작, 디자인 및 음악 등과 관련된 주제를 기독교 신앙과 접목하여 진행한다. 수

강은 기독인 학생은 물론 Non 크리스천 비기독인 학생에게도 적극 추천한다. 셋째, 수업 방법 및 평가

로, 수업은 매주 월요일 4시부터 8-9교시 2시간으로 하고 강의 및 토론 나눔 형태로 진행한다. 평가는 

출석 20%, 과제물 30%,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25%로 하되,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Pass/Fail을 

정한다. Pass학점으로 한 이유는 평가결과 기독학생과 비기독학생 사이에 편차가 클 수도 있음을 배려

한 것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별도 시험 없이 제출한 과제물을 주제로 토론, 피드백하는 형태로 

한다. 이는 시험이 13명의 교수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짐으로 출제와 평가가 어렵고,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이었다. 넷째, 수업을 위해 주별 특강에 참여할 교수를 모집하였다. 먼저 

참여 여부를 묻되 다양한 전공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참여 교수는 기독교 신앙인이며, 

이번 학기까지 멤버 대부분이 계속 봉사를 하고 있다.4. 주별로 진행되는 수업의 내용은 후술하는 논문 

Table 3-5와 같다. 학점의 이수 결과는 2020-2학기 경우 40명 중 39명인 97.5%, 2021-1학기 경우 50

명중 49명인 98.0%가 80점 이상을 받아 각각 Pass 학점을 취득하였다. 

2. 조사의 방법  

본 연구는 학문과신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

사를 하였다. 1차는 2020-2학기로 2020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종강 직전에 조사를 하였다. 2차는 

2021-1학기 로 2021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방식으로 질문지를 배

부 회수하였으며, 진솔한 답변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익명으로 하였다. 질문내용은 총 10개로 하

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생명윤리심의 규정을 고려해, 

4) 단 교수의 개별 이름은 개인정보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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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가 교과목의 발전 및 건학이념 도모, 기타 기독학문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동의

를 묻는 내용을 표시하였다. 그 결과 1명을 제외한 참여자 모두가 동의를 하였으며, 1명의 회수지는 설

문조사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의 회수는 대상자 총 90명중 75명이 응답하여 83.3%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Table 2-2는 응

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이다. 1차 조사는 40명 중 33명이 응답하여 82.5%을 기록하고, 2차 조사는 

50명 중 42명(비동의 1명 제외)이 응답하여 84.0%를 기록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Major)과 관련해 전체 참여자 75명 중 인문사회계열이 42.7%, 공학계열이 22.7%, 기타(방

송, 보건계열, 예체능)가 34.7%로 인문사회계열이 약간 많되 고른 분포를 보였다. 1, 2차 조사의 차이에

서는 인문사회계열이 51.5%에서 35.7%로 감소하고, 반대로 기타계열이 27.3%에서 40.5%로 증가한 경

향을 보였다. 공학계열은 큰 변동이 없었다. 둘째, 성별(sex)은 75명 중 남자가 33.3%, 여자가 66.6%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문과신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1, 2차 조사의 차이는 없다. 셋째, 학년

(School year)은 1학년 17.3%, 2학년 17.3.2%, 3학년 38.7%, 4학년 26.7%로 고루 분포하되, 1~2학년보

다는 3~4학년이 더 많이 학문과신앙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였다. 1, 2차 조사의 차이에서도 비슷한 분

포를 나타냈다. 넷째, 종교적(Religion) 성향은 기독교(Protestant로 한정함) 25.3%, 가톨릭 6.7%, 불교 

5.3%, 없음 62.7%로 종교 없음이 많고, 과목 특성상 기독학생이 25.3%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는 부산

시 평균 복음화율을 10%로 가정할 경우 약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 2차 조사 차이에서는 기독

교가 33.3%에서 19.0%로 감소한 것에 비해, 종교 없음이 48.5%에서 73.8%로 크게 증가하여 설문조사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분석을 위해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 교차분석(Frequency 

Cross Analysis)과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집단별 평균분석(Analysis of Means by 

Group)을 실시하였다. 또 설문 분석 시, 질문에 대한 전체 학생의 반응과 기독인 및 비기독인의 반응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All), 기독인(Christians), 비기독인(non-Christian) 학생을 구별해 Table별

로 교차 빈도분석과 집단별 평균분석을 하고, 기독인-비기독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특히 기독인- 비기독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으로 예

상하고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수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은 수업 및 신앙에서 긍정적 반응을 

가질 것이다. 둘째, 기독학생은 비기독학생에 비하여 수업 및 신앙에서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가

질 것이다. 셋째, 비기독학생의 경우에도 수업 및 신앙에서 과반수 이상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가질 것

이다. 또한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문항들에 대한 신뢰성을 실시하였다. 학문

과신앙 과목의 유익성은 0.855, 학문과신앙 과목을 통한 신앙 심화 및 응용평가는 0.854로 제시되었다. 

α값이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탐색적 연구에서는 0.5이상을 기준치로 한다고 하

였다. 신뢰성은 확인되었다. 이외의 측정항목은 단일항목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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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응답수(n)

1차조사
First Survey

2차조사
Second Survey

전체
All

응답수(n) 비율(%) 응답수(n) 비율(%) 응답수(n) 비율(%)

전 공

(Major)

① 인문사회(Humanities) 17 51.5 15 35.7 32 42.7

② 공학(Engineering) 7 21.2 10 23.8 17 22.7

③ 기타(Other than) 9 27.3 17 40.5 26 34.7

  합  계 (Total) 33 100.0 42 100.0 75 100.0

성 별

(Sex)

① 남자 (male) 11 33.3 14 33.3 25 33.3

② 여자 (female) 22 66.7 28 66.7 50 66.7

  합 계 (Total) 33 100.0 42 100.0 75 100.0

학 년 

(School year)

① 1학년 (1year) 6 18.2 7 16.7 13 17.3

② 2학년 (2year) 7 21.2 6 14.3 13 17.3

③ 3학년 (3year) 13 39.4 16 38.1 29 38.7

④ 4학년 (4year) 17 21.2 13 31.0 20 26.7

  합  계  (Total) 33 100.0 42 100.0 75 100.0

종 교 

(Religion)

① 기독교 (Protestant) 11 33.3 8 19.0 19 35.3

② 가톨릭 (Catholic) 4 12.1 1 2.4 5 6.7

③ 불교 (Buddhism) 2 6.1 2 4.8 4 5.3

④ 없음 (None) 16 48.5 31 73.8 47 62.7

⑤ 기타 (Other) 0 0.0 0 0.0 0 0.0

  합계 (Total) 33 100.0 42 100.0 75 100.0

3. 분석의 결과 

(1) 기독인-비기독인 집단별 차이와 수강신청 관계

Table 3-1 교차분석 : 기독인-비기독인, 학년별 수강신청 (Cross Analysis)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합계(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6 5 3 5 19

비율(%) 31.6 26.3 15.8 26.3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7 8 26 15 56

비율(%) 12.5 14.3 46.4 26.8 100.0

전  체
All

응답수(n) 13 13 29 20 75

비율(%) 17.3 17.3 38.7 2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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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신앙의 수업과 관련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1 는 기독인-비기독인의 여

부와 학년을 교차분석(Cross Analysis)하여 수강신청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는 Table 2-2 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응답에서는 3~4학년에서 수강신청을 많이 하였으나, 기독인과 비기독인의 차

이(이하, 기독인 여부라 함)를 구분하였을 때는 1~2학년의 경우 기독인에서 높은 수강신청 경향을 나타

냈다. 즉 1~2학년이 학문과신앙이라는 기독 용어에 호감을 갖고 수강 신청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에 비

해, 3~4학년은 과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학문과신앙 과목의 유익성

Table 3-2 나는 ‘학문과신앙’ 수업이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class was useful)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11 5 3 0 0 19

비율(%) 57.9 26.3 15.8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20 27 9 0 0 56

비율(%) 35.7 48.2 16.1 0.0 0.0 100.0

전  체
All

응답수(n) 31 32 12 0 0 75

비율(%) 41.3 42.7 16.0 0.0 0.0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5789, 비기독교인(NCA) 1.8036, 전체(AA) 1.7467, 차이(CA-NCA) 0.2247 

 

Table 3-2는 학문과신앙 과목의 유익(useful)에 관한 질문으로,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41.%, ‘그

렇다’ 42.7% 합계 84.0%로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는 0%로 보이지 않았다. 즉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교양과

목(the liberal arts)으로 정착된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독인 여부 차이에서는 긍정적 평

가에 대한 전체 비율은 비슷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기독인이 ‘매우 그렇다’가 57.9%로 매우 높은 것에 

비해, 비기독인은 ‘그렇다’가 48.2%로 가장 높아, 기독인이 과목에 더 긍정적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집단별 평균분석에서는 전체 평균 1.7467로 긍정적 평가가 강했으며, 특히 기독인이 1.5789, 비기독인 

1.8036로 기독인이 0.2247로 수준에서 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인이 비기독인

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가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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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나는 ‘학문과신앙’이 다른 일반 교양과목과 비교해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e class was 
useful compared to other liberal arts classes)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9 6 4 0 0 19

비율(%) 47.4 31.6 21.1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20 17 19 0 0 56

비율(%) 35.7 30.4 33.9 0.0 0.0 100.0

전  체

All

응답수(n) 29 23 23 0 0 75

비율(%) 38.7 30.7 30.7 0.0 0.0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7368, 비기독교인(NCA) 1.9821, 전체(AA) 1.9200, 차이(CA-NCA) 0.2452

Table 3-3는 유익의 크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다른 교양과목과 비교한 내용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38.7.%, ‘그렇다’ 30.7%, 합계 69.4%로서 Table 3-2의 유익성 84.0%보다는 

떨어지나 그래도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0%로 없

었다. 기독교인 여부에서는 기독인일수록 ‘매우 그렇다’가 47.4%로 긍정적 평가가 높고, 비기독인에서

는 유익성이 점차 낮아져 ‘보통이다’ 33.9.%로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1.9200로 긍정

적 평가가 강했으며, 특히 기독인이 1.7368, 비기독인 1.9821로 0.2452 수준에서 기독인이 긍정적 평가

를 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3) 학문과신앙 과목의 유익성 이유와 전공 분야별 관심도

Table 3-4 ‘학문과신앙’이 유익한 이유에 대해 다음 중 2개를 고르시오. (Useful reasons, choose two)

기독인
Christians

비기독인
non-Christian

전 체
All

응답수
(n)

비율
(%)

응답수
(n)

비율
(%)

응답수
(n)

비율
(%)

 ① 기독교 신앙을 알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6 15.8 17 15.2 23 15.3

 ② 다양한 교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10 26.3 22 19.6 32 21.3

 ③ 다양한 전공의 내용을 알수 있어서 좋았다. 10 26.3 38 33.9 48 32.0

 ④ 패스학점으로 성적에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 7 18.4 24 21.4 31 20.1

 ⑤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 5 13.2 11 9.8 16 10.7

합  계 Total 38 100.0 112 100.0 1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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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는 학문과신앙 과목이 유익한 이유(useful reasons)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경우, ‘다

양한 전공 내용을 알 수 있어 좋았다’가 32.0%로 가장 높고, 두 번째가 ‘다양한 교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21.3%, ‘패스학점으로 성적에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 20.1,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있

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15.3%의 결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전공 분야와의 접촉과 교수들의 다양

한 간증에 관심이 더 많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기독인 여부 분석에서는 기독인은 다양한 교수의 간증

(26.3%), 비기독인은 다양한 전공(33.9%)에 더 관심이 있음을 나타냈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5점 척도 

응답이 아니어서 생략하였다.       

Table 3-5는 신앙과 연계된 각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level of interest)를 분석한 결과이다. 질문

은 13개 분야중 4개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는 전반보다는 후반, 인문사회계열보다는 공학이나 예

체능 계열에서 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디자인과 신앙, 음악과 신앙,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서 

관심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기독인 여부 차이에서는 기독인일수록 작은 변화이지만, 성경적 경제관, 기

Table 3-5 ‘학문과신앙’ 수업 내용 중 특별히 더 인상 깊었거나 유익했던 분야 4개를 고르시오. (Choose 
four areas that you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class)

기독인
Christians

비기독인
non-Christian

전 체
All

응답수(n) 비율
(%) 응답수(n) 비율

(%) 응답수(n) 비율
(%)

 ① OT, 성경적 경제관과 재정관리 5 6.6 13 5.9 18 6.0

 ② 기독 세계관의 이해 5 6.6 10 4.5 15 5.0

 ③ 경영윤리와 리더십 4 5.3 14 6.3 18 6.0

 ④ 언어의 이해와 선교 6 7.9 14 6.3 20 6.7

 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와 영적관리 7 9.2 34 15.3 41 13.8

 ⑥ 성경말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통섭 6 7.9 8 3.6 14 4.7

 ⑦ 컴퓨터의 구조 : 로봇과 동물의 유사성 3 3.9 8 3.6 11 3.7

   1차 과제물 피드백, 나눔의시간 - - - - - -

 ⑧ 기독영상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7 9.2 24 10.8 31 10.4

 ⑨ 첨단기술분야와 엔지니어의 소명의식 7 9.2 13 5.9 20 6.7

 ⑩ 교회건축의 역사와 구조 3 3.9 9 4.1 12 4.0

 ⑪ 디자인과 신앙 6 7.9 31 14.0 37 12.4

 ⑫ 음악과 신앙 9 11.8 26 11.7 35 11.7

 ⑬ 섬김과 비전, 도전의 삶 8 10.5 18 8.1 26 8.7

   2차 과제물 피드백, 나눔의시간 - - - - - -

합  계 Total 76 100.0 222 100.0 29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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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 세계관, 선교, 소명의식, 섬김과 비전 등의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able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의 변화를 참고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

다. 2020-1학기부터 코로나(COVID)19의 영향으로 학문과신앙 수업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 

혼합 수업, 즉 블랜디드(Blended) 수업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줄이고, 온라인 동영상 및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2020-2학기 대면으로 실시한 

4개를 2021-1학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 수업으로 전환하고, 반대로 2020-2학기 Zoom 수업 1개를 

2021-1학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이 성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물론 학생들이 집중해서 영상을 듣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과제물 등 조건

이 충족되는 경우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4) 학문과신앙 과목을 통한 신앙 심화 및 응용 평가

Table 3-6 나는 ‘학문과신앙’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지식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I think my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and knowledge of the Bible have deepened through the class)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9 5 5 0 0 33

비율(%) 47.4 26.3 26.3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14 28 12 2 0 56

비율(%) 25.0 50.0 21.4 3.6 0.0 100.0

전  체

All

응답수(n) 23 33 17 2 0 75

비율(%) 30.7 44.0 22. 2.7 0.0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7895, 비기독교인(NCA) 2.0357, 전체(AA) 1.9733, 차이(CA-NCA) 0.2462

Table 3-6은 학문과신앙 수업 후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 지식이 깊어졌는가의 결과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30.7%, ‘그렇다’ 44.0%, 합계 71.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기독인 여

부 차이에서는 기독인이 ‘매우 그렇다’ 47.4%의 반응을 보이고, 비기독인은 ‘그렇다’에서 50%로 오히

려 높은 반응을 보였다. 즉 기독인일수록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비기독인은 매우 높은 수

준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기독인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 주

목된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1.9733으로 긍정적 평가가 강했으며, 기독인이 1.7895, 비기독인 

2.0357로 0.2462 수준에서 기독인이 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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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나는 ‘학문과신앙’을 통해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거나, 새롭게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I want to learn more about Christianity through learning and faith)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7 5 5 2 0 19

비율(%) 36.8 26.3 26.3 10.5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10 12 22 10 2 56

비율(%) 17.9 21.4 39.3 17.9 3.6 100.0

전  체

All

응답수(n) 17 17 27 12 2 75

비율(%) 22.7 22.7 36.0 16.0 2.7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2.1053, 비기독교인(NCA) 2.6786, 전체(AA) 2.5333, 차이(CA-NCA) 0.5733

Table 3-7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거나 추가로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졌는가에 관한 분석이

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22.7%,, ‘그렇다’ 22.7%, 합계 45.4%로 긍정적 반응이 과반수에 약간 미

치지 못했다. 특히 기독인은 63.1%로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으나, 비기독인의 경우 39.3%로 다소 낮은 

수치가 나왔다. 즉 비기독학생의 경우 수업을 통해 다양한 전공 분야, 간증,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많아

지는 것에는 긍정적이나, 새롭게 추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소극

적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2.5333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했으

며, 기독인이 2.1053, 비기독인 2.6786로 양 집단간의 차이가 0.5733 수준으로 앞의 결과보다 크게 벌어

지는 특징을 읽을 수 있다.

Table 3-8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4대 성인을 넘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
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올 것을 믿는다. (I believe that you died on the cross, and that 
you were resurrected in three days)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11 3 5 0 0 19

비율(%) 57.9 15.8 26.3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7 9 28 6 6 56

비율(%) 12.5 16.1 50.0 10.7 10.7 100.0

전  체

All

응답수(n) 18 2 33 6 6 75

비율(%) 24.0 16.0 44.0 8.0 8.0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6842, 비기독교인(NCA) 2.2911, 전체(AA) 2.600, 차이(CA-NCA) 0.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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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는 기독교의 핵심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응답 결

과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24.0.%, ‘그렇다’ 16.0%, 합계 40.0%로 과반수 미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 등에 대해 학습을 하며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

되,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독인 여부 차이

에서는 기독인이 ‘그렇다’ 이상이 73.7%로 높은 수준에서 신앙고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해, 비

기독인은 ‘그렇다’ 이상이 28.6%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2.600으로 처음

으로 과만수 미만의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기독인이 1.6842, 비기독인이 2.2911로 0.6069 수준에서 크

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1차조사 기독인 비율 33.3%가 2차조사의 경우 19.0%로 떨어지고, 반

대로 비기독인 비율이 66.3%에서 81.0%로 상승하며 신앙고백에 대한 전체 평균이 더 크게 떨어졌음

을 읽을 수 있다. 

Table 3-9 나는 졸업 후, 기독교적 소명의 직업의식을 갖고, 국가와 민족, 이웃과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
하는 보람된 삶을 살고 싶다. (I wanted to serve my country and neighbors with a Christian mind)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11 4 4 0 0 19

비율(%) 57.9 21.1 21.1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14 20 16 4 2 56

비율(%) 25.0 35.7 28.6 7.1 3.6 100.0

전  체

All

응답수(n) 25 24 20 4 2 75

비율(%) 33.3 32.0 26.7 5.3 2.7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6316, 비기독교인(NCA) 2.2857, 전체(AA) 2.1200, 차이(CA-NCA) 0.6541

Table 3-9은 졸업 후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갖고, 국가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는가에 관한 분석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33.3%, ‘그렇다’ 32.0%, 합계 65.3%로 헌신과 봉사적인 삶에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Table 3-9에서 신앙고백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도 봉사 부분에서는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하고 싶다는 반응이 더 높게 나왔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2.1200으로 과반수를 다

소 넘는 수준에서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기독인이 1.6316, 비기독인이 2.2857로 0.6541 수준에서 크게 

차이를 나타냈다. 즉 기독교적 소명의식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나, 국가나 이웃에 대한 봉사 개념이 기

독인에서 더 강하게 의식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그리스

도의 희생정신, 서번트(Servant) 섬김의 리더십 학습 효과 등이 봉사 마인드(mind)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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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대학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세워진 미션스쿨임을 잘 알고 있다. 
(I know well that our university is a mission school)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합  계
Total

기독인

Christians

응답수(n) 14 1 4 0 0 19

비율(%) 73.7 5.3 21.1 0.0 0.0 100.0

비기독인

non-Christian

응답수(n) 22 25 5 4 0 56

비율(%) 39.3 44.6 8.9 7.1 0.0 100.0

전  체

All

응답수(n) 36 26 9 4 0 75

비율(%) 48.0 34.7 12.0 5.3 0 100.0

* 집단별 평균분석: 기독교인(CA) 1.4737, 비기독교인(NCA) 1.8393, 전체(AA) 1.7467, 차이(CA-NCA) 0.3656

Table 3-10은 현재의 대학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세워진 미션스쿨(Mission school)임을 어느 정

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분석이다. 전체의 경우 ‘매우 그렇다’ 48.0%, ‘그렇다’ 34.7%, 합계 82.7%로 

대부분의 학생이 재학중인 대학이 미션스쿨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인 여부 차이는 

기독인이 ‘매우 그렇다’ 73.7%, 비기독인이 ‘매우 그렇다’ 39.3%로, 기독학생일수록 미션스쿨임을 더 강

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분석은 전체 평균 1.7467로 높은 수준에서 미션스쿨

임이 인지되고 있으며, 기독인 여부의 차이는 기독인이 1.4737, 비기독인이 1.8393로 0.3656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기독 학생일수록 채플에 대한 인지도가 강한 한편, 비기독학생에게도 채플 인지도가 

높은 수준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학정책으로 실시되는 채플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기독인-비기독인 집단별 차이분석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독인과 비기독교인의 응답차이가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효 표본은 75개이며, 결측값은 없다. Table 3-11은 과목의 유

용성과 타과목과의 비교유용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0.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독교이해, 미

래신앙, 신앙고백, 봉사공헌, 건학이념에 대해서는 기독교이해와 봉사공헌, 기독교이해와 건학이념과의 

관계를 제외한 부분에서 0.01, 0.0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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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상관관계 결과 (Correlation Results)

<과목유용성과 비교유용성의 상관관계 결과>

 과목유용 비교유용

과목유용 Subject Usability 1

비교유용 Comparative Usability
.755(**)
(0.000)

1

** 0.01 수준에서 유의

<기독교이해, 미래신앙, 신앙고백, 봉사공헌, 건학이념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기독교이해 미래신앙 신앙고백 봉사공헌 건학이념

기독교이해 Christian understanding 1

미래신앙 Future Faith .768(**)
(0.000) 1

신앙고백 A confession of faith .603(*)
(0.033)

.652(*)
(0.043) 1

봉사공헌 Service contribution .642
(0.052)

.664(*)
(0.049)

.747(*)
(0.041) 1

건학이념 The spirit of foundation .395
(0.053)

.271(*)
(0.019)

.336(**)
(0.003)

.337(**)
(0.003) 1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

Table 3-12 은 기독인-비기독인 학생의 집단별 차이를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를 살펴보면, 신앙고백(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

고, 다시 올 것을 믿는다)은 0.01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미래신앙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거나, 새롭게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과 봉사공헌(졸업 후, 기독교적 

소명 의식을 갖고, 국가와 민족,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하고 싶다)은 0.05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

가 있다. 다른 부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t-test와 유의확율이 신앙고백은 t=-4.395, p=.000으로 0.01수준에서, 미래신앙은 t=-2.013, 

p=.048, 봉사공헌은 t=-2.483, p=.015로 0.05 수준에서 기독인과 비기독인 학생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

다. 그러나 과목유익(학문과신앙 수업이 유익했다)은 t=-1.181, p=.241, 비교유익(학문과신앙이 다른 교

양과목과 비교해 유익했다)은 t=-1.109, p=.271, 기독교이해(학문과신앙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지식이 깊어졌다)는 t=-1.155, p=.252), 건학이념(우리 대학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라 세워진 미션

스쿨임을 알고 있다)은t=-1.597, p=.115)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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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집단별(기독인-비기독인) 차이분석 (Analysis of differences by group)

과목
유익

비교
유익

기독교
이해

미래
신앙

신앙
고백

봉사
공헌

건학
이념

N 유효

기독인(Christians) 19 19 19 19 19 19 19

비기독인(Non-Christian) 56 56 56 56 56 56 56

전체 (All) 75 75 75 75 75 75 75

평균

기독인(Christians) 1.5789 1.7368 1.7895 2.1053 1.6842 1.6316 1.4737

비기독인(Non-Christian) 1.8036 1.9821 2.0357 2.6786 2.9107 2.2857 1.8393

전체 (All) 1.7467 1.9200 1.9733 2.5333 2.6000 2.1200 1.7467

표준편차

기독인(Christians) .76853 .80568 .85498 1.04853 .88523 .83070 .84119

비기독인(Non-Christian) .69856 .81488 .78542 1.08052 1.10003 1.03948 .86921

전체 (All) .71836 .83440 .80494 1.09462 1.17404 1.02614 .87137

평균의 

표준오차

기독인(Christians) .17631 .18484 .19615 .24055 .20308 .19058 .19298

비기독인(Non-Christian) .09335 .11250 .10496 .14439 .14700 .13891 .11615

전체 (All) .08295 .09635 .09295 .12640 .13557 .11849 .10062

Levene의 등분산 검정(유의확률) .341 .976 .159 .898 .906 .423 .785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1.181 -1.109 -1.155 -2.013 -4.395 -2.483 -1.597

자유도 73 73 73 73 73 73 73

유의확률(앙쪽) .241 .271 .252 .048 .000 .015 .115

평균차이 평균차이 -.22462 -.24530 -.24624 -.57331 -1.2265 -.65414 -.36560

그리고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경우, 기독인-비기독인의 평균값 차이는 신앙고백이–1.2265, 봉사공

헌 -.65414, 미래신앙 -.57331의 크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기독인 평균값이 2.0 이상(미래신앙 

2.6786, 신앙고백 2.9107, 봉사공헌 2.2857)으로 소극적 반응을 보일 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집

단간 차이가 없는 경우의 평균값 차이는 과목유익 -.22462, 비교유익 -.24530, 기독교이해 -.24624, 건

학이념 -.36560으로, 특히 비기독인 평균값이 과목유익 1.8036, 비교유익 1.9821, 기독교이해 2.0357,  

건학이념 1.8393과 같이 2.0 이하로 긍정적일 경우, 기독인-비기독인의 응답이 모두 긍정적이므로 차이

가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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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의 시사점과 과목개설을 위한 제언

그러면 이러한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자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각 

학문 분야 전공을 통합한 학문과신앙 수업이 전국 대학의 기독교수들에 의해 많이 개설되기를 희망한

다. 본 연구는 이하,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학문과신앙의 과목 개설 시 필요한 내용을 제언

한다. 또 참고로 학문과신앙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제출한 은혜의 과제물 후기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1. 분석 결과의 시사점  

학문과신앙 수업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에 13명의 기독교수가 릴레이 특강 형태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과목이 잘 정착

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7학기째 수업을 하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자신감을 얻

을 수 있었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학문과신앙 과목이 유익했는가

에 대한 5점 척도 질문에 기독인은 1.5789, 비기독인은 1.8036, 전체평균 1.7467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

냈다. 또 타 교양과목과의 비교에서도 기독인 1.7368, 비기독인 1.9821로 반응하며, 학문과신앙 과목이 

기독인은 물론 비기독인 학생에게도 선호하는 과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유익한 이유는 

다양한 전공분야(32.0%)와 다양한 교수들의 신앙 간증(21.3%),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있는 계기

(1.5.3%)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 과목의 개설이 의미있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특히 15주간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성경적 경제관과 재정관리. 기독교 세계관, 경영윤리와 리더십, 언어의 이해와 선교, 생애주

기별 건강관리와 영적관리, 성경말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통섭, 컴퓨터의 구조 : 로봇과 동물의 유사

성, 기독영상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첨단기술분야와 엔지니어의 소명의식, 교회건축의 역사와 구조, 신

앙과 디자인, 신앙과 음악 등, 다양한 전공 분야를 신앙과 연계하여 진행한 수업이 학생들의 사고와 시

야를 넓히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특강 순서 및 구성과 관련한 것으로서, 학생들은 위 특강에 대해 학기 전반보다는 후반, 인문

사회계열 내용보다는 공학이나 예체능 계열에서 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디자인과 신앙, 음악과 

신앙,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에 더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또 기독인일수록 성경적 경제관, 기독교 세계

관, 선교, 소명의식, 섬김과 비전 등의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 혼합 수업, 즉 블랜디드(Blended) 수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2020-2학기 대면으로 실시한 4개 특강을 2021-1학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수업으로 전환하고, 반대

로 2020-2학기 Zoom 수업 1개를 2021-1학기 대면수업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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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성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시 집중해서 영상을 듣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과제물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대면으로 수업이 가능함을 시사하

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IT환경에 맞추어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함을 시사하

는 것이기도 하다. 또 참조로 수강신청 시 기독인은 관련 용어에 친숙하여 1~2학년 단계부터 학문과신

앙을 선택하는 것과 비교해, 비기독인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3~4학년 단계에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문과신앙 과목을 심화 응용한 것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지

식이 깊어 졌고(기독인 1.7895, 비기독인 2.0357, 평균 1.9733)’, 졸업 후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갖고 국가

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기독인 1.6316, 비기독인 2.2857, 평균 2.1200)’는 마인드에서도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또 학생의 대부분이 ‘재학하는 대학이 건학이념에 따라 세워진 미션스쿨임’을 

인지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기독인 1.4737, 비기독인 1.8393, 평균 1.7467). 즉 기독인

은 물론 비기독인의 경우에도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 평가로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잘하고 싶다’는 질문에는 2.678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2.6000으로 과반수 미만의 다소 부정적 답변을 보였다. 특히 기독교 핵심 교리인 십자가 죽

음과 부활 사건의 경우, 기독인이 1.6842, 비기독인이 2.2911로 0.6069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 

학문과신앙 수업을 통해 단기간 내에 높은 수준의 신앙고백을 도출해 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의 경우에도 기독인이 2.1053, 비기독인 2.6786, 평

균 2.5333으로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 평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질문은 기독인과 비기독인의 차이가 

큰 항목으로, 특히 비기독인의 경우 수업을 통해 다양한 전공과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는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단기간 내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시사하

였다.      

넷째는 기독인-비기독인 학생의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로서, 과목의 유용성과 타과목과의 비교

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0.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별 

차이 t-test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고백’ 

질문의 경우 0.01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거나 새롭

게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및 ‘졸업 후 기독교적 소명을 갖고, 국가와 민족,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하고 싶다’는 질문은 0.05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다른 부분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비기독인이 소극적으로 반응한 신앙고백 부분과 앞으로의 미래신앙, 봉사부분

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 할 경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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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과신앙 과목개설을 위한 제언 

신학 또는 기독 교과목이 아닌 일반 전공 수업을 신앙과 접목해 학생들과 같이 학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닌 일반 기독교수가 학문과신앙 수업을 끌어가기 또한 쉬운 일이 아

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D대학의 사례를 통해 학문과신앙이 전국 대학에서 개설되어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는 2020-2학기 4.53, 2021-1학기 4.55를 기

록하여 대학 평균 보다 0.14와 0.11 수준에서 각각 높았다. 그러면 기독교수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학문

과신앙 과목을 개설하면 좋을까? 본 연구는 앞의 시사점 등을 포함해 다음 4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의 영성(spirituality)과 개발이다. 학문과신앙은 교수자가 전공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

니라 신앙을 함께 나누는 수업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야 한다(John Stott, 2010). 

성경을 묵상하고 영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

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그를 아는 지식에 힘쓰며, 영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Calvin, 

1959). 또 자신이 가르치는 전공 내용을 성경적 가치관 및 기독교적 세계관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참고문헌은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공과 접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탁명환, 1986:15-18, 

탁지일, 2021: 22-55). 그리고 신앙가운데 학생들에게 진솔하게 들려줄 간증, 스토리가 있다면 준비해도 

좋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이야기 등 임팩트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스토리가 준비된다면 더욱 좋다. 

둘째, 수업의 준비와 팀웍이다. 학문과신앙은 1명의 교수가 담당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자는 D대학

의 사례와 같이 여러 명의 교수가 함께 참여하길 추천한다. 인문사회와 공학, 예체능 대학 기독교수들

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교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이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먼저는 매주 특강을 하는 교수가 변경됨으로 전체를 총괄해서 돕는 코디 교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디 교수는 강의계획표의 작성부터 출석, 과제물 확인, 성적 입력까지 행정적 

부분들을 담당하고, 매주 수업을 하는 교수에게 해당 순서가 됨을 공지해 공백이 없도록 한다. 수업하

는 교수가 변경됨에 따라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참여 교수는 자신

의 강의 순서를 확인하고, 기도하며 합력하는 자세로 수업을 준비한다.

셋째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가르침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그리스도의 성

품을 닮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수업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사랑하며 섬김의 마음을 갖되, 비기독교인 학생에 대해 수업시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서 나타났듯이 비기독인 학생은 기독인 학생에 비해 수업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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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업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교수에 대한 예의도 잘 갖추지만, 기독교 핵심교리인 그리스도

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 극히 소수이지만, 갑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기독교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고려하며, 수업을 균형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업 후 학생들의 과제물 내용을 보

면 대체로 긍정적인 자세로 피드백의 글을 쓰고, 또 신앙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 감이 보인다. 

교수자는 자신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수업에 임하는 것은 중요하다.

넷째는 지속적인 학문과신앙의 단계별 통합방법 개발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D대학 사례는 아

직 걸음마 수준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로버트 해리스(2004)의 경우 학문과신앙의 통합

(integration)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고 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통합의 

유형을 첫째 신앙의 간증 단계, 둘째 전공과 성경의 결합 단계, 셋째 물질주의(materialism), 불가지론

(agnostic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등을 인식한 기독교 세계관 강의 단계, 넷째 학문과

신앙을 완전히 통합해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로 연결하는 단계로 점차 내용을 심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 

해리스는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s)에 기초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그 어떤 자연주의 철

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현실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 강

조하고 있다. 

3. 학문과신앙 과제물 피드백 

연구자는 코로나19 상황가운데 비대면 중심으로 학문과신앙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매시간 특

강의 개요와 느낀 점, 적용 점을 3개로 나누어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Zoom을 통해 중간 및 

기말고사 기간에 개인별로 인터뷰를 하며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연구의 마지막 순서로 극히 일

부이지만,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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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T, 성경적 경제관과 재정관리 : 경제문제를 구약성경 창세기와 연결해 모든 재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올바른 성경적 윤리 규범을 제시함으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관점에 따라 돈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다. 

(2)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편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임을 느낄 수 있었다. 

(3) 경영윤리와 리더십 : 법적 강요나 사회통념에 의한 윤리적 경영을 넘어 성경의 기초위에서 예수님 사랑을 실

천하고 경영을 하는 것이 의미있다 생각하였다.

(4) 언어의 이해와 선교 :  중국 현대 문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중국 현대시가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기독교의 사상과 문화가 중국 현대 시문학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와 영적관리 : 가족과 건강 중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와 영적관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과제를 하며 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6) 성경말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통섭 : 성경말씀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통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다. 

찬양자서전과 음악자서전을 과제로 제출하였다. 성과 결혼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 생각해 보았다.

(7) 컴퓨터의 구조: 로봇과 동물의 유사성 : 지구 이외 다른 곳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면, 또 무신론과 창조론 2가

지 가정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생명이 진화되어 절대자의 개입 없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8) 기독영상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 기독 영상물의 기획과 제작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이었다. 요즘 최고의 영상

물 플랫폼은 유튜브이다. 기독 영상물의 구성 요소로는 자막, 자막에 도움을 주는 영상, 자막의 인아웃 효과, 배

경음악, 내레이션이 있다. 

(9) 첨단 기술분야와 엔지니어의 소명의식: 첨단 기술 분야와 엔지니어의 소명의식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였다. 

또한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 삶에 대한 인생이야기도 함께 해 주셨다. 

(10) 교회건축의 역사와 구조 : 교회의 상징에 대해서 다양한 사진을 보여 주시며 설명해주셨다. 그리스 신전과 

Basilica에 대한 내용도 여러 사진과 도면으로 설명해주시며 이해를 도왔다. 

(11) 디자인과 신앙 : 교수님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매년 부산 남포동에서 열리는 크리스

마스 트리 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다. 트리 축제가 우리 대학 학생들 함께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다른 구조물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다. 

(12) 음악과 신앙 : 음악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에 의하여,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피

조세계에 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목적을 다하는 것이라 하셨다. 

(13) 섬김과 비전, 도전의 삶 : 학문과신앙, 마지막 수업으로 섬김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150 『신앙과 학문』 제26권 제3호

이 선 복 · 김 대 영

Ⅴ. 결 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D대학의 정문 입구 아치에 쓰여 있는 성경 

본문이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가능한가? D대학은 기독교 건학이념 위에 세워진 대학이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대학은 아니나,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운영되는 미션스쿨(Mission school)이다. 

매주 1회 1~3학년 학생이 채플을 드리고 있다. 2020년 제2학기 현재 7,063명이 참여하였다. 또 여러 기

독교 관련 교양과목이 운영되고 있다.5 그리고 2018년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학문과신앙이 처음 개

설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13명의 기독교수들이 미션스쿨인 D대학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전

공을 융합하여 학문과신앙(learning and faith) 과목을 개설하고, 또 성과를 얻었는지를 분석하여 소

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20년 12월과 2021년 6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고,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Frequency Cross Analysis)과 집단별 평균분석(Analysis of Means 

by Group),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체 

반응은 물론, 기독학생과 비기독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과목의 유익성에 대한 5점 척도 질문에 평균 

1.7467 반응을 보이고, 타 과목과의 비교에서도 1.9200으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타 대학에서

도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과신앙이 다

양한 전공분야(32.0%)와 교수들의 신앙 간증(21.3%),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계기(1.5.3%)가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수강신청의 경우 기독인은 1~2학년에서 기독 용어의 표현을 보고, 비기독인

은 3-4학년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 후 신청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기 전반보다는 후반, 인문사회보

다는 공학과 예체능 분야의 특강에 더 관심이 많음을 나타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영해 대면과 

비대면 영상 수업을 비교할 경우 IT환경에 맞춘 비대면 수업도 성과를 높게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주

었다. 

둘째, 수업을 통한 응용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 지식이 깊어졌으며, 

‘기독교적 소명에 따라 봉사를 하고 싶다’는 점에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기독교 핵심교

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미래 신앙생활의 발전’은 단기간의 수업을 통해 성과를 얻는 것

5) D대학에 개설된 기독교관련 교양과목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있다. 역사속의 기독교 이야기, 역사로 보는 성경, 성경으로 배우는 영

어 구조, 생명과 창조과학, 빛과소금:기독교인의 역할, 자긍심증진:빌사일삼, 21세기 행복 나침판: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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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소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추가 실증분석 결과에서, 과목의 유용성과 타과목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0.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독인-비기독인 학생의 집단별 차이 t-test는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고백’은 0.01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미래의 신

앙적 발전’과 ‘기독교적 소명에 기초한 봉사정신’은 0.05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른 부분은 통계적으

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전공과 기독교적 신앙을 융합한 형태의 ‘학문과신앙’ 과목이 전국의 대학에 많이 확

산되기를 기대하며 추가적으로 과목개설을 위한 4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로버트 해리스(2004)의 

학문과신앙의 통합에 기초해 (1)교수의 영성과 개발, (2)수업의 준비와 팀웍, (3)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에 대한 배려와 가르침, (4)지속적인 학문과신앙의 단계별 통합방법 개발을 제시하였다.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은혜의 과제물 후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기독인 학생 샘플이 다소 적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 설문 

대상자 총 90명 중 83.3%이 응답해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나, 모집단을 수강생으로 정하다 보니 표본

이 75명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기대한 것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나타

나 학생들이 매우 성실하게 설문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제물을 통해 약 700쪽에 해당

하는 후기 자료가 있음에도 지면 제한상 질적 분석을 할 수 없었다. 관련 연구는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

다.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열심히 합력하여 릴레

이 특강을 해 주신 13명의 기독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D대학에서 개설 도입한 학문과신앙 수

업이 최선의 사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앞으로 ‘학문과신앙(learning and faith)’을 도입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각 대학 기독교수님들의 몫이자 기도의 분량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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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신앙의 과목도입 성과 : D대학 사례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Introducing Subjects of Learning and Faith: 
The Case of D University

본 연구는 미션스쿨인 동서대학교의 경험을 사례로, 13명의 기독교수들이 어떻게 학문과신앙 과

목을 개설하여 기독교적 세계관과 전공을 융합하였는지를 소개하고, 또 성과를 얻었는지 분석하

는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2020년 12월과 2021년 6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고,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과 집단별 평균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

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체 반응은 물론, 기독학생과 비기독학생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

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과목의 유익성에 대한 5점 척도 질문의 평균값

이 1.7467 반응을 보였으며, 타 과목과의 비교에서도 1.9200으로 양호한 지표를 나타내, 타 대학에

서 학문과신앙 과목을 개설할 경우 충분히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다

양한 전공분야(32.0%)와 다양한 교수들의 신앙 간증(21.3%),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있는 계

기(1.5.3%)가 유익한 이유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1)기독교 핵심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2)새롭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는 2.6000과 2.5333 수준으로 어려움

이 있었다. 특히 비기독학생의 경우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기독인-비기독인 집

단별 차이분석에서 0.01과 0.005 수준에서 차이를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기독교 이해, 건학이념 

등 다른 항목은 차이가 없었다. 셋째, 본 연구는 전공과 기독교적 신앙을 융합한 형태의 ‘학문과신앙’

이 전국의 대학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과목 개설을 위한 4개의 제언을 하고 있다. 즉 로버트 해리스

(2004)의 학문과신앙의 통합에 기초해  (1)교수의 영성과 개발, (2)수업의 준비와 팀웍, (3)수업에 참

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가르침, (4)지속적인 학문과신앙의 단계별 통합방법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은혜의 과제물 후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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