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술교육인증제 ㅒ 

논술교육인증제란？ 

1. 왜 논술교육에서 철학전공이 요구되는가？ 

논술 교육에서 철학 전문가가 주요 주쳬가 될 수 있는 있는 이유는 최 

소한 다음 두 가시이다． 

첫째， 비판적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는 비판적 논리적 사고와 논증 능 

럭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학이나 어학의 전문성보 

다는 논리적 작업에 전문성이 있는 철학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프리젠테 

이션 측면） 

둘째． 논술 」jl육에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쳬를 포괄하는 다 

양한 주제와 쟁점．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다양한 쟁점들은 개별 과학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리적이고 포콸적인 접근 능력을 갖춘 철학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다； 

（컨텐츠 즉면） 

실제로 철학과의 훈련 과정에는 논술 교육을 위한 일종의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우선 철학과의 훈련과정에는 직접 논리적， 비 

판적 사고를 훈련하는 과정 （논리학， 비판적 사고 관련 과목들）이 마련되 

어 있다； 그리고 철학 텍스트를 강독하는 훈련을 통해서 논증 및 개념적 

능력을 높이는 과정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과정은 주로 프리젠테얘크 

측면을 기르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원리적 문세를 다루는 과정 

（사회철학， 과학철학， 예술철학， 환경철학， 생명철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잠재된 교육 과정 만으로 논술 교육 전문가가 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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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스스로 비판적 사고능력과 논증적 표현 능력을 갖추는 것이 논 

술 교육의 주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는 없다； 실제 논술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훈 

련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에서 ‘논술을 위한 철학 교육’의 

과정이 좀 더 쳬게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 53개 대학 철학과쩨서 2007년 5월어ㅣ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를 조직하고． 논술교육인증원을 설치하고 논술교육인증제를 실시하기 위 

한 트랙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제주대 철학과에서도 이러한 추제에 발맞 

춰서 비판적 사고와 논리학 관련 강좌들을 강화하고． 논술과 철학． 논술지 

도실습 등 논술교육을 직접 다루는 전공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것은 논술교육인증제가 철학과 학생들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논술교육인증을 위한 필수과목들을 이수하고 소정 

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학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논술교육인증서 

는 주어진다． 그리고 논술교육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철학과 과목 이외에 

도 글쓰기， 교육학 등의 과목들도 트랙으로 묶어 일정 학점 이상 수료하 

는 것을 조건화하고 있다． 이는 논술교사로서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기왕이면 공교육으로의 진입을 고려해서 철학교사 자격증을 따 

는 것과 논술교육인증제를 이수하는 것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 

2. 논술지도를 위해 필요한 능력 

실질적으로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논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능력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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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셰 부 내 용 

기본 정보 

0 논술 개념에 대한 이해 

0 여러 가지 논술 시험의 취지와 특성 이해 

0 대학의 논술 지침 관런 정보 공유 

강의력 배양 

ㅇ 콘텐츠 측면에 대한 능력 （무엇을 쓸 것인가이 

0 프리젠테《휨크 측면에 대한 능력（어떻게 쓸 것인가’》 

0 강의 설계에 대한 능력（토론식 수업 포합） 

시도 능력 
0 논제분석 및 설계 능력 

첨삭 능력（첨삭코엔트 0 	 목록 적용 연수） 
배 	양 

0 평가 능력（세부평가항목 설계 포함） 

전국철학과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능력과 사질을 배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논술교육 인증서를 취 

득하기 위한 최소요건들을 마런하였다 물론 이것은 논술교육 2급 

인증서를 취득하기 최소한의 요건이고， 논술교육 2급 인증을 받은 

후 소정의 심화과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논술교육 l급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 ”논술교육 2급 인증서“ 취득자격 최소 요건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 

1) 분야별 최소 이수 요건 《평균 B이상의 성적 취득） 

분 야 여ㅇ 여ㄱ 과 목 명 과목 수 및 학점 

1분이＝ 

사고 

1

영역 
학 

논리학 및 논리와 
비판적 사고 관련 
과목 

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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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술 
및ti 

2
여“ 

논술의 
이론과 
실제 

논술의 이론과 실 
제 및 논술지도 
관련과목 

6학점 이상 

3

영역 

논술실 
습과 응 
工乙 
0 

철학 전공과목에 
서 논술 훈련 및 
논술교육／지도 연 6학점 이상 

4

영역 
졸 업 논 
문 

철학전공 관련 논 
문 

A 등급 이상 《논 
문의 사본과 채점 
내용 제출） 

2분야 
1분야 3영역 

*A1J 4M ;ij3if-- 4 2i 	I 
싱이수 

5과목 15학점 이상 과 3분야 해 
당 과목 제 
외 

철학 내용 

3분야 

고전읽기 및 

글쓰기 

81- 
-k 

qj-n- 
Rf% 

전공과목의 고전 
읽기나 글쓰기． 교 
양과목의 글쓰기 
0ㅔ 관련된 과목 
활용 

2과목 4학점 이상 
활용 

4분야 

교직 

철학 
분야나 
교직 
과목 

교직 
일반 

분야의 
철학교육론 및 관 
련 교직 과쏙 능 

2과옥 4학점 이상 

활용 

논술교육인증원에서 공동의 시험（논리와 비판적 사고능력 

30% ／논술지도능력 20% / 논술능력50%）을 부과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증함． 

논술교육 인증은 학과 정원의 30%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의 

인원이 인증을 원할 경우 회원교는 논술교육인증원에 관련 서 

류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인증여부를 결정함． 

회원교에서 이 요건을 충촉한 학생의 인증 신청서를 논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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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증원에 제출할 경우 평가를 거쳐 “논술교육 2급 인증서” 

를 수여하고， 2급 인증서 수득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통해 “논 

술교육 1급 인증서”를 수여함． 

회원교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소속 대학 사쳬의 실정에 

맞게 인증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함． 

단，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사가 1분야（사고 및 논술）의 요건을 

대학원 교과목 혹은 학부과징（선수과목）에서 충족하고 졸업할 

경우 인증대상으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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