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학기 SLI 모형 교과목 개발/개선 신청서(예시)

신청자명 박민수

소속단과대학 미래융합교육개발대학

소속학과 인문사회기반융합학전공

상세내용

연구활동명 20XX학년도 SLI 모형 전공 교과목 개발/개선

공동연구여부 gfedcb 단일연구 gfedc공동연구

공동연구자(1) -
공동연구자(2) -

개발/개선 여부
gfedcb 개발: 기존 개설된 전공 교과목을 SLI 모형을 적용한 강좌로 개편 

gfedc 개선: 기 개발하여 1학기 이상 운영하였던 SLI 모형 교과목을 보완 및 고도화

연구활동
(교과목 개발) 

기간
개별승인일 ~ 2021.12.29.(수)

개발(개선) 
교과목명 Texas Government and Politics

개발(개선) 
교과목 
개요

1. 교과목 소개: 
본 수업은 텍사스의 정치 시스템 원칙과 수행에 대한 개관이다. 주 헌법과 
헌법에 권한을 부여하는 다양한 제도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정치 
제도, 그리고 정치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 개발(개선)목적과 필요성: 
본 수업은 강의를 통해 주 정부와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동적 역학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는 과목이다. 하
지만 단순히 강의실 내에서 이론적인 부분만을 접한다면 학생들에게 있어 복
잡한 동적인 프로세스가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 SLI 수업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암기와 사례 위주의 정치학 이론 수업에
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정치적 과정의 중심에서 대의를 인식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사례를 만들어가는 입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SLI 개발(개선)방향: 
경직된 정치학 이론 수업의 틀에서 벗어나 크고 작은 지역사회의 현안을 발굴하
고, 보유한 지식과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문제의 해
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를 추구하며, 팀 또는 학습공동체 간 협력적인 인간관계
를 활용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개발 방법
<안내>
본 수업의 16주 일정 가운데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제외한 14주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한다.



본 수업의 이론적인 토대로써 교과서와 기타 미디어를 교수자가 미리 준비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텍사스주 정부의 정치 시스템과 제도, 의사결정과정 등
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동행>
지역사회의 시(도)의원, 사회활동가, 정치평론가 등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고 지
역사회의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듣
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가능한 영역에 대해 알아본다.

<경험>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참여
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조사한다. 선정된 현안에 대해 
팀별로 토론을 진행한 후,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활동>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 자발적으로 각자의 관심사, 특기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고 업무를 분담하여 활동에 참여한다. 해
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SNS채널 홍보와 서명운동, 라디오, 신문사, 방송국 등
을 접촉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행사
를 기획하여 행사 장소에 지방정부 관계자, 정치인, 기업 관계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대하여 현안에 대해 형성된 여론을 직접 접해 정책 결
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기타> 
활동의 수행 중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할 시 SLI 교과목 운영지원을 통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