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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개회 사
시기적으로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내년을 구상할 시간입니다. 개인
차원이나 기관차원에서 우리 대학인들도 올 한해의 정리와 함께 새로운
신묘년의 대학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연말과
학기말로 인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번 제31차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
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준
비한다는 차원에서 "대학교육 지원시스템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포
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들은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과 학습활동을 지원
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교수
학습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학의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을 지원하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는 대학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질제고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대학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도 대학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대학들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대학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포럼이 대학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들은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대학 발전이라기보다는 양적이고
외형적인 발전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으나, 우리 대학들은 연구 부문에서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SCI 발표결과에 의하면 2009년 국내
SCI 논문순위는 1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의 연구력이나
국가의 경제력에 비해 대학들의 국제적 순위와 교육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개선
하기 위한 주역은 바로 우리 대학인들입니다.
앞으로 대학은 연구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대학의 본래적 기능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교육활동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연구업적에 치중하여 교육 및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반성을 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대학들은 내부에서 경쟁하며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학들과도 경쟁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의 경쟁력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교육을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가르
치는 교수님들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개별 교수님들이 변화
하지 않는다면 다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교수
학습 개선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학들은 교육의 질 보장과 관리를 위해 교수-학습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현재 145교의
교수학습 지원 기구들이 모여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고, 그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교수학습의
문제, 교수학습지원기구와 프로그램의 내실화, 국가차원에서의 교수학습
센터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은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번 정책포럼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정책포럼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책포럼
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한두봉 교수님, 박승호 교수님, 민혜리 교수님, 이
재경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토론을 해주시는 이은실 교수님,
심미자 교수님, 조용개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대학교육 지원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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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과 발전 방안

발표자 : 박 승 호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

박 승 호
(서울여자대학교)

Ⅰ.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현황

1.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대한 필요성
세계 여러 대학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학습센터를 설립하여 대학 내에서 교수대상의 교수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학생대상의 학습역량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에서도 대학 내에 교수학습센터가 설립하게 되어 현재 146개교에 설치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센터들의 발전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교육개혁에서 수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대학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제개편, 대학 시설의 확충, 교수 계약제, 신입생 선발 방법의
다양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교육개혁 추진은 외형적인
변화에 치중하였고, 교육의 본질인 내용적인 변화는 소홀히 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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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육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민경찬, 2003). 대학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 간의 교수학습 활동의 질적인
개선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실제적인 교육의 내용적
변화가 아닐까 사료된다. 이러한 내용적 교육개혁을 위해 교수의 강의와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활동과 달리, 대학에서 교육은 오랫동안 개별 교수와 학생의
몫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제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교원은 초, 중등교원과 달리 전공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되어 간단한 연수를 거치면 그대로 교육현장에 투입된다.
그러므로 그동안 대학의 교수들에게는 가르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있기도
했으며 나아가 가르치는 일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이 있어 왔다. 이러한 대학교원의 특수한 상황과 잠재적 요구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교수학습센터가 필요하다(민혜리, 2002).
넷째, 강의방법 및 환경이 변하고 있고, 21세기 교육패러다임은 ‘교수
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방법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강의방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고 여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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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와 매체를 구현할 수 있는 활용교육, 자료제작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원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수자의 강의평가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대학의 수업은 하나의
성역으로 교수의 강의방법 개선은 진지하게 검토, 논의되거나 연구되지
않았다. 대학의 강의 평가제도가 강화되고, 교수업적평가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 대학의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객관적 강의평가 뿐 아니라
주관식 강의평가에 대한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0).

2. 교수학습센터의 설립과 발전
교수학습센터의 설립과 활동은 1970년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활발하게 전게되었다. 미국 대학의 경우, 1962년 미시건대학에 Center
for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CRLT)가 설립된 것을 시작
으로, 스탠포드와 하버드대학에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이 1975년 설립된 이후, 약 280여개 이상의 교수학습센터가 세워
졌다. 미국 교수학습센터의 주요업무는 교수방법지원, 교수법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자원 측정 및 활용, 강의평가 및 교원 개인을 위한
개별 서비스 등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개혁의 중심
이 되고 있다(민혜리, 2002).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학습센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자의 수업 전문성을 개발하거나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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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
하였다(신붕섭, 2004).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수학센터는 각 대학 내의
센터 설립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다. 교육과학기술
부의 대학특성화 정책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대비한 대학지도부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의 두 번에 걸친 대학종합평가가 수행된 이후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요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다
(염민호, 김덕훈, 박현호, 김현정, 2008).
대학 내 발전적인 움직임보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교수학습
센터가 설립되었으나 양적인 측면의 발전은 놀라웠다. 교수학습센터는
1997년 인하대학교에서 ‘대학교육개발센터(현, 대학교육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1999년 포항공과대학교(대학교육개발센터), 2001년
서울대학교(교수학습개발센터), 성균관대학교(대학교육개발센터), 숙명여자
대학교(교수학습센터), 연세대학교(교육개발센터) 등이 각기 다른 이름
으로 교수학습센터를 설립하였다.
교수학습센터의 수는 2004년 68개, 2006년 102개, 2008년 128개로
증가하였다. 전국 219개의 4년제 대학교 중 66%에 해당된다. 짧은 시간
내에 4년제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수가 늘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많은 대학에
교수학습센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제2주기 대학종합
평가 기간(2001-2006)에 설립되었다.
교수학습센터의 설립과정에서 각 센터의 센터장과 실무자들은 2001년
12월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
하였다. 비록 각 교수학습센터가 대학 밖의 요구에 부응하여 설립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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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부여받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발휘한 것이다.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는 전국 단위 조직
으로 각 교수학습센터들과 교육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2010년 현재
146개의 회원교를 두고 있다(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2010).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는 매년 전국 각 대학 센터장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하계워크숍과 동계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동계심포지엄은
각 교수학습센터에서 개발한 주요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하계워크숍은 교수학습센터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동계심포지엄은 2003년 2월 숙명여자대
학교 주관으로 처음 실시하였고, 하계워크숍은 2003년 6월 조선대학교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각각 여덟 차례 실시되었다. 동계심포지엄
이 수도권에 속한 회원교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반면, 하계워크숍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회원교에서 주관하여 개최한다. 전국 단위의 행사를
교수학습센터가 번갈아 개최한다는 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각 교수학습
센터의 위상 및 역량을 검증하고 교수학습센터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교수학습센터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된다(염민호, 김현정, 2008). 또 리더십
캠프는 교수학습센터의 센터장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수학습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 밖에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의 추진 사업은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세미나’ 개최, 연구과제 공모 등이 있다. 2010년 한국교육
학술정보원(KERIS)과 공동주최로 ‘대학강의 공개 및 저작권’ 과 관련된
내용의 세미나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최근 고등교육에서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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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는 2008년
부터 회원교간의 유대강화와 전담인력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다. 3년간 총 14팀이 선발되어 다양한
주제의 연구1)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개발전문가협의회는 각 교수학습센터 실무진 간의 정보
교류 및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실무진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6년 설립되었다. 2006년 설립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열 다섯 차례에 걸쳐 총회 형태의 모임을 갖고 각 교수학습센터 실무자
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조직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 실무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수자원 분과’, ‘학습지원 분과’, ‘이러닝, 교육매체
지원 분과’, ‘행정지원 분과’ 등 네 게 분과로 나눠 소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육개발전문가협의회가 분과 실무자 중심의 연구회를 구성한
것은 짧은 시간에 실무진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체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염민호, 김현정,
2008).

3. 교수학습센터의 현황

가.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
우리나라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크게 ‘교수, 학습,
1) 2010년 선정된 연구과제는 ‘맞춤형 대학강의평가 문항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튜터링
프로그램 평가도구 개발,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어려움에 기초한 학습지원프로그램
개말 및 적용, 대학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학습자중심 교육의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 CTL 운영 프로그램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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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교수매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대학에 이
러닝이 강화됨에 따라 이러닝 및 사이버 강좌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들이 추가되고 있고,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대학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수’ 지원 프로그램은 강사, 신임교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수력 향상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워크숍, 신임교수오리엔테이션,
교수법개선 자료제공 및 상담, 교수대상 간담회, 교수공동체 운영,
기타(영어강의지원) 등이 있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학업능력 향상
을 위해 학습법 특강, 학습공동체(스터디그룹, 튜터링) 운영, 학습법
워크숍(시간관리, 노트필기 기법, 발표기술, 토론, 글쓰기, 의사소통,
창의력 학습과정 등), 학습상담(학습스타일 진단 포함), 기타(예비대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취업관련 심포지엄) 등이 있다. ‘이러닝’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닝, 사이버교육과정 제공, 이러닝 강좌 운영, 이러닝
콘텐츠개발 등이 있고, ‘교육매체’ 지원 프로그램은 기자재 및 소프
트웨어 대여 및 관리,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매체변환서비스, 프레젠
테이션 템플릿 개발, 웹문서작성 등이 있다(조형정, 김명랑, 엄미리,
2009; 염민호, 김현정, 2008). 그 밖에 교수학습센터는 대학 차원의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과제(예를 들어, 교양교육과정 개혁, 신입생 오
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발 등)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비교한 연구(조
형정, 김명랑, 엄미리, 2009)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미국의 교수학습
센터는 이러닝 강좌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측정 및
평가’ 영역이 있어 각종 프로그램 평가, 강의평가, 교수평가, 학생평가
(자기평가), 연구비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대학 교수학습센터가 글쓰기 지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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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수학습센터도 글쓰기 관련 정규교과 및 비정규 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염민호, 정나래, 2010).

나. 교수학습센터 구성원
교수학습센터 구성원 현황은 2010년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와 대학
교육개발전문가협의회의 현황조사, 교수학습센터 근무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수학습센터의 운영인력(센터장, 연구원, 직원, 조교)은 142개교에
약 750여명이다. 각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운영인력이 5명 이하인 곳
은 63개교(44%), 3명 이하 40개교(28%), 센터장 및 팀원(혹은 조교)
1명인 곳도 13개교(9%)이다. 교수학습센터에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전문인력은 176명(19.6%)으로 연구교수, 전임․
책임․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의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고, 전문인력이
없는 대학도 67개교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인력들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었고, 고용조건에
대해서는 반이상이 불만족한 상태였으며, 83%가 계약직으로 1,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근무형태이다. 센터장 및 연구개발 인력이
인식하는 업무만족도와 서로가 인식하는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점 내외로 나타났다. 또 센터장과 연구인력이 느끼는 고용
만족도와 근무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교수학습센터의 경우, 센터장 및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기간이 짧아 교수학습센터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염민호, 정나래, 2010). 또 3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수학습센터가 63%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중 72%가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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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갖추지 않은 미분화상태로
나타났다(염민호, 김현정, 2008). 교수학습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는 대학 지도부 또는 대학 본부의 지원 부족, 업무담당자
들의 전문성 부족이라 할 수 있다.

Ⅱ.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 발전방안

1.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전문화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센터가 지난 10년간 양적 팽창을 이룩한 배경에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라는 것이 있었다. 대학종합평가 편람에서 제시하는
평가지표에 맞는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교육력 신장에 초점을 둔 교수
개발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나중에 생긴 교수학습센터는 먼저 설립한
국내외 센터들의 결과를 모방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각 대학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전문화된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하다. 즉 교수학습센터는 교수와 학생,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각 교수학습센터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전문화는 첫째, 1회성이나 이벤트식 행사보다는 몇 주,
혹은 학기 단위의 장단기 프로그램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최근 시리즈별
학습법 특강이나 워크숍, 티칭포트폴리오 같은 것이 한 달 이상,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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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단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센터들이 증가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장단기화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중요
하다. 둘째, 대상별 프로그램의 특성화이다. 교수자는 승진직급별, 전공
영역별, 단과대학별로 학습자는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외국인학생 등
대상별로 구별되는 기간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들의 요구
조사에 기반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수학습센터
내의 지원분야 전문화가 필요하다.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소속 교수
학습센터 중 전문인력이 있는 곳이 20%에 못 미치는 현실에서 교수,
학습, 이러닝, 교육매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2.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확대
교수학습센터는 기존의 지원프로그램, 교수, 학습, 이러닝, 교육매체
등의 영역을 넘어 확장된 시각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초반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은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08년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염민호, 김현정, 2008)
센터의 93%가 학부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능력 신장에 대한 교수 및 대학 지도부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글쓰기 지원프로그램은 각 교수학습센터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교육정책 관련 연구사업2)은 기존 교수학습센터의 과업을 확대하고
2) 전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논술중심전공교과 운영의 성과와 개선 방안’
단국대학교 교육개발인증원 ‘대학교육표준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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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것으로 각 학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염민호, 김현정,
2008).
셋째, 교수학습센터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3) 진행이다. 학습전략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전략
훈련과 관리, 피드백을 줄 수 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학내의 교수학습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교수학습센터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넷째, 기존 이러닝의 활성화와 OCW 운영을 들 수 있다. 기존의 LMS/
LCMS를 통해 이러닝 강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확장하여 Blended
이러닝의 활성화, 모바일이나 스마트 환경에서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상 강좌 활성화를 통한 OCW개발,
e-Teaching Portfolio를 통한 OCW개발 등 대학 강의공개 실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교수학습센터의 교내외 연계 강화
교수학습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교수학습센터의 교
내외 연계 강화를 들 수 있다. 다양한 연계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교수
학습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3) ‘학습전략’ (숙명여대: 교양선택 2학점), ‘학습전략과 진로탐색’(대구가톨릭대: 교양
필수 1학점), ‘대학생활 설계하기’ (남서울대; 교양선택 2학점), ‘A+학습전략’ (배재대:
교양선택 2학점), ‘대학에서의 학습전략’ (계명대: 교양선택 3학점), ‘학습전략과
학습동기’(서울여대: 교양선택 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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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권역별, 지역별 교수학습센터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권역별 연대나 교수학습센터의 컨소시엄 구축 등을 통해 교수학습센터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수학습센터 간의 주요 행사를
공동 주최하거나 특화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ACE 사업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외 대학 교수학습센터 간의 MOU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외 대학의 교수학습
센터와 MOU 체결은 해외 주요 대학의 정보와 프로그램을 상호교류하고,
국제화 차원에서 국내 교수학습센터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학내 유관기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들 수 있다.
교수학습센터가 학내의 유관기간과 연계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센터가 취업 및 진로, 경력개발센터,
어학교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내 공동주최나 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Teaching이나 Learning Portfolio
시스템 개발 시, 학사운영 관련 기관, 학생지원 지관, 교수학습센터가 함께
모여 통합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
넷째, 교수학습센터가 교외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학습(Service-Learning) 프로그램은
봉사와 학습을 연계하되 그 혜택을 지역사회에 돌리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지원(교수법 특강, 워크숍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학습법 특강, 워크숍, 상담)을 실시하여 고등교육의
사회공헌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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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가차원의 교수학습센터의 설립이다. 국가차원의 교수-학습
지원기관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대학 교수-학습모델을 보급하고, 교수학습 핵심전략을 연구․심화하며,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 및 차별화 운영전략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경,
박승호, 2008).

4. 교수학습센터 조직의 안정화
마지막으로 교수학습센터의 발전방안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직의
안정화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학습센터는 센터장의 경우, 보직개념
으로 1, 2년에 한번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
또한 관련영역의 전문 연구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 센터장과 실무자 모두
전문성 확보를 못 하는 상황이다.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원교 중
67개교(47%)에 해당되는 학교가 연구 및 개발 인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교수, 학습, 이러닝, 행정지원 등 전문화된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성 확보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분안정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국내 대학 대다수의 교수학습센터는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으로 인해 최근 10년 이내 설립된 조직이다. 현재 각 대학에 설립된 교수
학습센터는 역사가 짧고 운영경험이 부족하며 안정된 조직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민혜리, 이희원, 2005). 교수학습센터는 대학총장의 관심과
투자 여하에 따라 언제든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약한 조직이다. 따라서
교수학습센터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실무진의 신분안정화를 위해서는
대학 지도부와 대학 내 구성원의 특별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염민호,
정나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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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

토론자 : 이 은 실 교수
(한 동 대 학 교 )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이 은 실
(한동대학교)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을 검토한 발표자의 논문
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국내 대학의 교내기관으로 설립되어 선보인지
10여년 되는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 본다. 발표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 현황에서는 설립 필요성과 발전과정, 현재 운영
되는 프로그램과 구성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이어 프로그램 전문화와
확대영역, 교내외 연계강화, 조직 안정화라는 향후 대학의 교수학습개발
센터(이하 센터로 칭함)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발표자는 그간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였을 뿐 아니라 실제 개별대학의 센터 운영과 국내 연합체인 대학교육
개발센터협의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논문에 스며들도록 하여서 연구자의
시각과 현장의 시각을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연구자이자 현장 전문가인 발표자의 논문은 지난 10여년 운영되어 온
개별 대학의 센터, 센터 협의체의 활동 배경과 흐름을 구체적인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점검한 점이 돋보인다. 나아가 위 논문은 현 센터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다양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영역뿐 아니라
센터 협의체의 국내외 연계, 나아가 국가차원에서의 활동까지 발전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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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있다. 대학 현장에 있는 교수학습개발 전문가와 대학 행정가
에게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통찰력을
제공하는 발표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지난 10여년 한국대학에 설립된 교수
학습개발센터들의 질적인 성장에 평가이다. 발표자께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센터 협의체가 설립된 2001년 10개 안쪽이었던 센터들이 이제 4년제
대학의 2/3에 해당하는 130여개로 늘어날 만큼 교수학습개발센터들은
놀라운 속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논의는 발표자의 논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발표자도
언급한 센터의 인적·물적자원, 행정 및 조직의 안정성은 질적 성장의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나아가 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및 전문성, 개별 대학의 교육 특성과 센터 프로그램과의 적합성,
대학 구성원으로부터 얻는 센터의 평가 등을 질적 성장의 지표가 활용
할 수 있겠다.
두 번째의 질문은 특히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개별대학의 교육수월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개별 대학에서 이뤄지는 센터들의 활동이
한국 대학교육의 수월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것이다. 최근
국가단위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예, 교육역량, 학부교육선도사업 등)
이 개별대학 단위에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됨을 고려할
때 센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보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리라 본다.
세 번째의 질문은 개별대학의 교육특성이나 유형에 적합한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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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센터 프로그램의 유형화에 대한 부분이다. 발표자는 지난 10년 교수
학습개발센터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여왔는지 잘 정리하여
주었다. 이와 더불어 개별대학의 교육특성에 따라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학특성과 센터 유형과의 관련을 다뤄주었
으면 좋았으리라 생각된다. 대학의 특성에 따른 센터 모델 유형화는 특정
프로그램이 어떤 개별대학의 교육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대학과 센터활동과의 fit을 설명할 수 있어서 새롭게 센터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센터 활동을 변경 및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도움이 되리라 보여
진다.

특히 발표자는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향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영역의 접근을 소개하였는데 이 역시 향후 개별대학의
교육적 특성과 더불어 분석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학습개발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점검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칫 프로그램 운영은 방만하나 질적인
수준은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네 번째 드리는 질문은 최근 국외 대학의 교수학습활동의 큰 흐름이
되고 있는 교육연구(Scholarship of Teaching)의 영역이 국내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외 연계의 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다. 최근 북미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자의
전공영역에서의 교육연구를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보고 개별 교수자가
교육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활발
하게 하며, 약 5년 전에는 국제적인 모임도 시작되었다고 한다. 국내
대학 중 이러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거나 국외 대학과 협력하는 사례가
있다면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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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은 국가차원 교수학습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이다. 발표자는
국가차원의 교수학습센터지원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간략히 나열하셨다.
간단히 다루었으나 함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한다. 특히 이 부분은 현재 개별대학에 있는 센터
들에 대한 평가, 즉 토론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교수학습개발센터들의
성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
발표자는 논문의 여러 곳에서 기존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국내 대학의
대다수 교수학습센터가 대학종합평가나 국가단위의 교육관련지원사업으로
인해, 즉 외부의 자극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보고 있다. 사실 대다수의
경우 그러하며, 따라서 자발적이고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이나 모델을 따르기 쉽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교수학습센터는 개별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수학습 지원으로부터 개별대학의 교육정책
연구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대학행정가나 센터의
교육전문가, 개별 교수자와 학습자까지 모두에게 의미있는 교수학습연구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관련 행정가나 전문가들이 책임을 갖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발표자의 연구는 센터의
현재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
기에 이에 감사를 드리며 관련 행정가들과 전문가들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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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 연수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민 혜 리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0년대 초반, 한국 대학에 교수학습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한 이래
모두가 공통적으로 평가하듯 교수학습센터는 매우 짧은 기간에 괄목할
성장을 하였다(민혜리, 이희원, 2005; 염민호, 2008; 이영호, 2004).
최근에는 2008년부터 계속된 ‘교육역량강화사업’과 2010년 새롭게 시작
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사업)’의 추진으로 교수
학습센터는 그 조직과 예산이 급격하게 팽창, 확대되었다.
한국 대학에 교수학습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시기는
각 대학이 교수들의 연구업적의 관리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대학 교육
이라는 측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제도화되기 시작한 ‘강의평가제도’로
교육에 대한 모든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던 시기였다. 이런 시점에
교수학습센터는 교수들에게는 교육방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
방법을 가르친다는 다소 생소한 아이디어로 우리 대학 교육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이 도전은 초기에는 교수와 학생의 매우 개인적 소임
으로 여겨졌던 부분에 대한 부질없는 참견이거나, 교육철학이 부재한
편협한 테크닉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교수학습센터는 이런 아이디어는 대학의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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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상의 교육만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구현해내기에 이르
렀다.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방법에 대한 교육뿐 아니
라 강의컨설팅, 교수커뮤니티 외 각종 교육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습방법에 대한 교육에서 학사지도
에서 학습상담에 이르는 영역으로 확대되며 학생지원의 범위를 넓혀왔다.
그 외 각 대학의 교육인프라를 위한 사업들도 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어떻게 보면 교수학습센터는 대학 내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교육활동이 미치지 못하던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교수학습센터에 대한 최근의 관심 확대와 업무의 급격한 증가는 그간의
노력과 성과의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양산해내는 교수학습센터란 곳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추구
하는 교육적 목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게 한다.
많은 대학교육 관계자들이 그간의 교수학습센터가 추구하는 대학 교수․
학습의 목표를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교수학습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하였고, 또 센터 프로그램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교수와
학생을 이 기관에서는 어떤 존재로 보고 있고 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주
려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D'Andrea와 Gosling(2005)은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이 개선되기 위해
서는 우선 대학 자체가 ‘학습 대학(learning university)’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런 ‘학습 대학’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새로운
학습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학습 대학’은 대학
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수와 학생이 자신의 교육적 상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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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교수학습센터가 이런 ‘학습 대학’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조직
이려면 센터의 교수․학습 개발 전략은 교수, 학습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신장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교수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교육
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하며(Shulman,
1993), 이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의 변화와 이들이 속한 교육맥락의 변화
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Palmer, 1998; Rowland, 2000).
결국 교수학습센터 업무의 현재의 목표는 대학생들의 학습 성취의 극대
화에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교수와 학생이 각각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주체
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절차적,
방법적 효율성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의미’를 다시 묻는 과정이 교수학습
센터 프로그램에 녹아나게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입장에서 그간의 교수학습센터의 업적을 돌아보고 재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그간 교수
학습센터에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의 실제를 돌아보고 지난 10년간의
작업의 특성과 문제를 점검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것
이다.

1. 교수학습센터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의 업무는 1)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2) 대학교육 현안에 대한 연구 및 각종 교육현황조사 3) 학내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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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4) 학내 LMS 운영과 콘텐츠 개발 업무로 대별해볼 수 있다. 이
발표는 교수학습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주로 1)에 대해 논의
하고 이와 연결되어 있는 2)3)의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
이다.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은 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수
대상의 프로그램, 학생대상의 프로그램, 매체활용 및 e-Learning 프로
그램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와 더불어 교수학습센터의 전문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센터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논의를 위해서 함께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 논의를 위해서 그간 교수학습센터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한 기존 연구물과 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
로 일반적 현황을 제시하고, 센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최근의 프로그램 동향과 일부 전문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려
한다.

가. 각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교수대상 프로그램
1) 교수대상 프로그램
대부분의 대학이 교수학습센터의 초기 설립 목적을 교수들의 ‘교육력
향상’으로 삼고 있어서, 교수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대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에 제시되는 자료
들은 가장 최근에 전체 대학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염민호, 2008)를
인용한 것이다. 이 자료는 44명의 교수학습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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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대학 교수대상 교육프로그램 종류

[그림 2] 각 대학 교수대상 교육프로그램 중 역점 분야

[그림 1]과 [그림 2]의 내용을 보면 교수대상 프로그램은 핵심
영역은 ‘교수법 개선 워크숍’과 ‘신임교수 워크숍’이며, 다음으로
‘자료제공과 상담’으로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방법을 교육․훈련
하는 데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현황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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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센터 현황조사(민혜리, 이희원, 2005)에서는 매우 미비하였던
‘교수 대상 좌담회’나 ‘교수공동체 운영’과 같이 교수들이 직접 교육에
대해 논의하거나, 교수방법 개선의 방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이
상당수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음은<표 1>은 몇 개 대학의 교수대상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의 자료에 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고
있고, 각 대학별로도 공통적 프로그램 이외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시기의 자료를 비교
해보면 교육프로그램이 대상별로도 다양화되고,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센터 설립 시기에 주로 교수 대상
교육․훈련에 집중되었던 것이 교수들이 논의의 주체가 되는 좌담회나
교수공동체 운영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대학의 교수대상 프로그램 현황(2010)
기관명

경희
대학교
교수
학습
지원
센터

프로그램명

영어강의지원
프로그램

y
y
y
y
y
y
y
y
y

교수법 관련
워크샵 및

66

개요

y
y

Casual Luncheon Discussions:
Writing Clinic: 1:1 글쓰기
Shaping English Skill: 1;1 말하기
Large Group Workshop
Teacher's Free Discussion Group
Casual Luncheon Writing-Articles and Prepositions
Group
Casual Luncheon Discussion- Preparing for TTE
classes
English Lunch Chat
1:1 Writing, Speaking, and Teaching Portfolio Services
by appointment
마이크로티칭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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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명

개요

강연회 개최

y

전공별 교수법 세미나

교수관련
수업행동분석
및 상담

y

수업분석 및 컨설팅

y

신임교원 오리엔테이션: 대학에서 가르침의 의미에 대한
강연, 효과적인 교수법, 우수 강의 사례 소개, 선배교수
및 학생들과 교류의 장 등으로, 신임교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
Lunchoeon Meeting: 첫 강의 시작 한 달 후에 개최하여
그 동안 영어강의에서 겪은 어려움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며, 선배교수들의 사례 및 Tips를 소개
Follow-up Meeting: 기말고사 시작 전에 개최하여 한
학기동안 강의 경험과 문제해결과정을 논의하며, 신임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

교수법 관련
자료 개발

신임교원 대상
프로그램

y

y
고려
대학교
교수
학습
개발원

y

y
특정 대상
프로그램

y

y
숙명 교과목 개발공모
y
여자
대학교
워크숍
y

예비 교수자 과정: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학점인정 과정
으로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어 매학기 개설되는 단기
집중 프로그램
외국인 교원 대상 교수법 프로그램: 본교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원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통해 교수법 프로
그램을 제공
강의개선을 위한 교수법 연구모임: 강의와 관련하여 공
통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그
룹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교수법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강의
능력 향상과 교수 간 유대감 형성 및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PBL(Problem-based Learning) 기반 교과목 개발:
UBL(Ubiquitous-based Learning) 교과목 개발:
UBL 교과목 개발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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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교수
학습
센터

이화
여자
대학교
교수
학습
개발원

한림
대학교
교육
개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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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개요
y
y
y
y
y

OCW 선정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PBL 선정 교과 오리엔테이션 및 세미나
영어전용강의 교수법 워크숍
강의자료 제작 워크숍
교수법 워크숍

강의컨설팅

y
y
y
y

강의컨설팅
영어전용강의 컨설팅
e-learning 컨설팅
PBL 컨설팅

e-learning

y
y

사이버강의 콘텐츠공모
e-learning 콘텐츠제작

교육자료개발

y
y
y

교육자료개발 서비스
강의촬영
온라인보강 제작

y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우수
강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동영상 자료 제공
교내에서의 교수활동 우수사례 뿐 아니라, 국외의 우수
사례 소개 및 외국 우수 교수자를 소개

교수법 동영상
제공

y

Teaching style

y

온라인 검사, 자율적 활용

강의컨설팅

y

1:1 서비스

런천미팅

y

교수법 세미나

교수매체제작
워크숍

y

워크숍

y
마이크로티칭

y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구체적인 수업기술을 개발하
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소규모 실습
수업할 자료의 일부를 준비하여 모의수업을 진행하고,
동료 및 교수법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수업의 장점뿐 아
니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의견교환

교수법특강,
교수법 워크숍

y
y
y

영어강의법 워크숍
교수실무과정 집중 교육
수업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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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명

개요
y

1:1 워크숍

한림 e-Campus 활용법 및 이러닝 교과목 저작도구
사용법

y

교수매체 저작도구 워크숍

y

수업방법 최신 동향 및 강의법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

교수법 워크숍

으로 기획.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강연과 참가자들의 토론
및 실습으로 구성됨.
y

신임교수
워크숍

신임교수들에게 서울대학교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을 안내하기 위한 프로그램

y

대학교육의 제반 원칙 및 실제 안내, 서울대학교 학사
전반에 대한 안내, 효율적인 강의 수행 방법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강의촬영 및
서울
대학교
교수
학습
개발
센터

y

비디오 촬영을 통한 강의 분석 프로그램은 강의의 문제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교수와 강사에게 강의

분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y

수업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교수자를 선정하고 강좌

전공특성별

개발비를 지원하여 기존 수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수법 개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며,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도록 지원
y

서울대학교 우수강의시리즈는 다양한 우수 강의 사례를
발굴하여 모범 강의 사례로 활용하는 한편 강의 질 향상에

우수강의

기여하고, 강의 준비 및 실제 강의에 보다 실용적으로

동영상 제작

활용될 수 있는 교수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y

서울대학교의 e-learning 학습관리 시스템인 e-TL을
활용하여 학생 관리, 강의안 관리, 평가 관리, 과제 관리,

e-TL 따라잡기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수업 활동의 방법을 제공하고,

워크숍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강의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지원함.

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 집담회

y

3-6명 내외의 교수로 구성된 집담회를 구성하여 과목
특성을 반영한 수업 방법 개선 방안 및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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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명

개요
y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교
수법을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 효과적인 강의 기법,
교육 매체의 효과적 활용법과 웹을 활용한 효과적 수업
운영 방법, 강의 촬영 및 분석, 평가 방법에 대한 강의와
우수 강의 사례로 구성됨.

y

다양한 교수 방법과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해당
방법의 운영 노하우를 접하며 이를 통해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됨.

y

교수법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향후 실제 수업
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함. 교수법 워크숍
의 주제는 주로 효과적인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한 멀티
미디어 프로그램의 실습이나 교수방법에 대한 체험과
연습 등으로 구성됨.

y

신임교수와 경력교수가 각각 멘티와 멘토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상호 수업을 참관하고 조언을 주고받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y

교수법에 대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자발적
으로 연구 그룹을 구성하여 교수·학습연구원에 운영
지원을 신청하여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음.

y

교수학습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 영역인 교수법,
학습법, Service-Learning과 관련하여 핵심 연구 주제를
정하고,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교수들이 연구 모임을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추진함.

y

강의를 하는 데 있어 연구자의 관점을 가짐으로써 강의의
질을 실질적·학문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y

교수의 수업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이 결과에 대해 컨설팅을 받음.

SNU
Teaching
Clinic

교수법 특강

교수법 워크숍

서울
여자
대학교
교수
학습
연구원

교수 멘토링

교수법 연구회

SIG
(special
interest
group)

강의개발 지원

수업컨설팅

출처: 각 대학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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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교협의 교수대상 프로그램
교수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의 기여도 매우 크다. 1995년 고등교육연수원의 설립이후, 대교협의
교수연수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센터가 활성화되기 이전 시기부터 교수
연수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고, 현재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대교협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수법
교육주제가 세분화되고 몇 개 전공영역은 해당 영역별 주제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 주제에 대해서 2-3일의 내용 구성을 통해 심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데 있다. 다음은 대교협의 2009년 교수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표 2> 대교협의 교수연수 프로그램(2009)
내 용
자기조절학습 중심 교수법
과정

디지털미디어(UCC) 활용 교
수법 기초 과정

간호/보건계 PBL 교수법
과정

효과적인 교수법 실행전략
과정

PPT 활용 프리젠테이션 중심
교수법 과정

이공계 신임교수 워크숍

e-러닝 교수전략 개발 과정

PPT 활용 프리젠테이션 중심
교수법 과정

인문·사회계 신임교수
워크숍

대학교수법 혁신 과정
학습팀 기반 수업전략 과정
동기유발 중심 수업설계기법
과정
프리젠테이션스킬 중심 교수
법 과정
출처: 대교협 홈페이지(http://hrd.kcu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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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프로그램은 교수학습센터의 역할이 미비한 대학들의 교수
연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현재의
대다수 센터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각 대학의 교수
학습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교협의 교수연수프로그램
역시 센터의 프로그램들과 어떤 차별화를 모색할지, 혹은 어떤 협력
방안을 모색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 각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
교수학습센터의 학생 대상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는 교수학습센터
전문가 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9)
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형태를 보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72.7%), 학점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병행
해서 운영한다(18.2%), 학점 교과목으로 운영한다(9.1%)의 순으로 답
하였다([그림 3]). 학습법이나 스터디 스킬에 관한 정규 교과목을 개발
하여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림 3]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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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으로는 스터디 그룹 지원(19.1%),
자기주도적 학습전략(19.1%), 프레젠테이션 스킬 교육(19.1%)을 제공
한다는 응답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멘토링 혹은 튜토링
(17.6%), 글쓰기 상담(7.4%), 리포트 작성 능력 훈련(7.4%), 기타(7.4%),
학습 포트폴리오 제작 방법(2.9%) 등이 포함되었다([그림 4]). 학부생을
위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1%(2개교)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학습 양식 및 학습 유형 검사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60.0%,
학습 상담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39.1%였다. 이전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공동체 혹은 학생간의 튜터링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그림 5]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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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도와 관련하여 지원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대학의 18.2%
만이 학사지도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국내대학의 일부의
사례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내
학사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적인 학사지도 보다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의 안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69.2%)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진로 지도 및 상담(23.1%),
전공 선택 및 학점 취득에 관한 정보 제공(7.7%)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그림 6]).

[그림 6] 학사지도 관련 지원 사항

라. 매체 제작 및 이러닝 관련 지원 프로그램
이러닝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각 대학의 조직 성격과 구성에 따라
매우 다르고 학내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전산원 등과의 역할 분화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아래 자료와 같이 이러닝 관련 업무를 전혀 맡지
않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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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러닝 관련 지원 업무 제공 여부

마. 교육정책 제안
이 부분은 교수학습센터가 대학교육의 개선을 선도하는 기관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업무는 교수학습센터의 역할 중 현재로는 가장 역할이
적은 부분이다. 교수학습센터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대학 내 교육 질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면 이 연결과정은 학내 정책제안의 방식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는 이 업무에 대한 업무투여정도가
적어서, 교수학습센터가 전체 대학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개선의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이 매우 미비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8]).

[그림 8]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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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에서는 2008년
부터 협의회차원에서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대학교육 전반 및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작업을 독려하고 있다(http://kactl.org/kactl/rule.php).

바.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교수학습센터 전문가들의 전문성 강화는 센터 자체의 교육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위에서 언급한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기회, 운영과 연구, 정책제안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은 최근 몇 개의 프로
그램으로 구현되고 있고,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협의회의 하계워크숍을 전문가들의 재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학 밖의 여러 사적 교육기관의 프로
그램에도 센터 전문가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교수학습센터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은 서울대학교
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수학습센터 전문가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강의
컨설팅전문가 프로그램’과 ‘학습법 전문가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여 그 내용과 전문가들의 요구사항들을 알아보겠다.
1) 강의 컨설팅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표 3>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강의컨설팅 전문가 프로그램 현황과 참석자
연도

강좌명

횟수

총 수강인원(명)

2002

강의분석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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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강의분석전문가 양성 워크숍

1

26

2007

강의분석전문가 양성과정

1

29

2008

수업분석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재교육과정)

6

158

수업분석전문가 양성과정

2

37

수업컨설팅전문가 재교육과정

3

56

수업컨설팅전문가 양성과정

2

45

수업컨설팅전문가 재교육과정

6

131

2009

2010

강의컨설팅 전문가 과정은 교수대상의 컨설팅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과정으로 2002년 이후 시작되었다. 2006년 이후부터는 양성
과정과 재교육과정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교수학습센터의
전문가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 프로그램 참석자들은 더 많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교수들의 교육역량을 평가하는 공통적 지표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학습법 전문가 대상의 프로그램
학습법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역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에서 2008년 이후 매년 개설하고 있다. 이 양성과정에 참여한 28명의
각 대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
센터 내부자료, 2009) 학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주제로 아래 <표 4>와 같이 다양한 주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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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학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주제(중복 선택)
세부 주제

명

1

학습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6

2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

14

3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습 전략

9

4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

7

4

학습자의 참여 유도 및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방안

7

4

학습 설계 및 학습 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7

7

커뮤니케이션 스킬

5

7

학습 포트폴리오 제작

5

9

학습 양식 조사 및 분석 방법

1

9

학습 동기 유발 방안

1

2. 2000년 초반 - 2010년 현재까지의 교수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교수학습센터의 대상별 교육프로그램과 정책제안 작업 그리고
전문가프로그램까지의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2000년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중점 업무와 프로그램 내용도 변화를 계속해왔고 현재도
대학교육 강화라는 대학 밖의 거대한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내
구성원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의 변화와 프로그램의

78

제3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질 점검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의 프로그램의 변화 과정과 이 변화라 내포하는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를 근거로 교수학습센터의 향후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 개진하겠다.

가.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증가
그간의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대표격인 교수대상프로그램과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모두 그 내용에 있어 변화하였다. 교수대상에 있어
서는 매우 기본적인 교육방법이나 동영상, PPT 등 매체 활용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다가 현재는 학생중심의 교육 혹은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의 강화를 위한 교육방법들이 주요 테마가 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학에서 교수중심의 교육이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거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 변화이다.
학생 대상의 교육프로그램도 학습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학사지도나 학습상담처럼 개별화되고 전체 학교
생활에서의 적응을 돕는 내용으로 상당히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이 증가하고, 동일 대학 내
에서의 학생들의 기초 학력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 집단의 특성의 다양
화에 맞는 분화된 학습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수대상: 기본적 교수전략/매체 활용법→학생중심의 수업운영 전략
학생대상: 학습방법 →학사지도, 학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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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자, 학습자의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증가
교육내용의 변화만큼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존에 교수와 학생을 주요한 교육대상자로 보고,
센터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한 주제를 일방적으로 강연, 실습하는 방식
에서 교수, 학생이 직접 자신의 교육의 주체가 되거나, 교육에 관한
논의의 주체로 부각되는 것이다.
교수대상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수들의
좌담회나 교육개선을 위한 교수커뮤니티, 교육개선 사례 개발과 같은
활동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대상의
프로그램에서는 그 변화가 더 뚜렷한데 학생들의 학습커뮤니티나 동료
학생간 혹은 선후배간의 튜터링 제도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크게 확산
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넘어서 각 단과
대학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교수와 학생이 자신들의 교육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교수학습센터의 존재 이유가 단순한 교육실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내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교수, 학생 대상: 교육훈련/워크숍, 강연위주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다. 각 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의 점진적 확대
대학별로 각 대학이 처한 교육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해결해야할
교육적 과제와 해결방안의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학습
센터의 특성화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간 교수학습센터가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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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센터별로 특성화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은 서울여자대학교의 Service-Learning, 숙명여자대학교의 PBL
교수법, 고려대학교의 영어강의지원 및 외국인 교수 지원, 서울대학교의
강의컨설팅 및 학습상담 등이 있다.

라.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의 증가
교수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프로그램이
좀 더 전문적 지원에 맞춰지고, 참석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프로
그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 프로그램에 국한된 사례
이긴 하지만 교수‧학생과 전문가의 1:1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교수법 강좌 →1:1 강의컨설팅
학습법 강과 →1:1 학습 상담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이 그간 다양화되고 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 센터별로 프로그램의 목표정립의
미비하여 각 대학의 교육적 문제에 입각한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이
이루어지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 대상자일 뿐, 이 들 스스로의 교육적 문제
제기, 교육주체로서의 자발성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런 문제는 아직도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가 교육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대학의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전문가로서 교수학습센터의 담당자들의 역할 인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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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과제

가. 대학별 특성화와 학문별 특성화의 과제
그간의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들은 각 대학별 특성이나 학문영역
의 특성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 확산해왔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안고 있는 과제와 발전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법
으로 제시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 교수방법과 학습방법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각 대학 센터들이 백화점식 프로그램의 나열
에서 벗어나 대학별로 자기 과제 해결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무엇
인지 고민할 시기이다. 즉 교육프로그램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교육 전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각각의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 특정 단과대학, 전공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정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프로그램의 기획에서 평가까지의 과정의 비체계성 극복
이 문제는 교육목적의 불명료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 현재의
교육프로그램 생산 방식이 해당 대학의 교육문제나 교육 참여자의
요구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기보다는, 각 센터의 편의와
다른 프로그램의 모방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한 반성이다. 게다가
프로그램이 진행후의 평가과정도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수준
이어서 프로그램의 목표 적합성이나 요구되는 교육결과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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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의 과제
지난 10년간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육적 효과를 내걸고 진행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 효과는 어떻게 질적, 양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 연구 작업 및 학내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 작업을 통해 교육의 방향성
제시
그간의 센터의 역할 중에서 정책제안 및 적극적 연구 활동이 미비
하여 학내 교육적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역할 부족하였다. 이는
교수학습센터가 각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역부족이었던 현실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대학과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차원
에서 이루어진 연구나 조사에서 현재는 초기 단계로 각종 센터현황과
공통적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면, 향후에는 각
대학이 직면한 교육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
예로 홍콩중문대학의 경우 센터에서 지속적 학내 교육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신입생, 졸업생, 대학원 신입생,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경험 설문조사와 졸업생 능력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모든 단과대학에 통보하고 있으며, 매 6년마다 각 단과대학의
프로그램을 점검하는데 중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김명환 외, 2010).
이와 같이 학습결과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이 결과를 학과에 피드백
해주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특정 문제가 제기된 영역을 개선하고
그 개선의 과정과 결과를 점검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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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센터 핵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문제
최근의 프로그램 발전 방향이 전문화에 있기 때문에 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히 교수 대상의 강의컨설팅은 <표 4>와 같이 실제로 각
대학에서 교수 평가와 승진 등에서 활용이 늘고 있어서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확대와 전문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4> 대학의 강의(수업)컨설팅 현황
대학

대상

내용

기간횟수 업적평가.
점수

서울대 ∙공대교수(의무) ∙교무처에서 신임교원에게 강의 촬영 및 신임교수:
∙신임교수(자율) 컨설팅 할 것을 공고함
임용후
∙반강제적이나 촬영에 불응할 경우 인사 한학기
상의 불이익은 없음
이내
∙신임교원의 70%이상이 참여함
∙컨설팅 결과는 학기말 교무처에 보고됨, 공대교수:
결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음
정교수
∙공대는 자체 승진규정에 의해 정교수 승진
승진
예정자의 ‘공대교수법class(CTL진행)’참여가 심사전
1회
의무규정으로 채택됨 -2006년
∙‘공대교수법class’이수 결과는 학기말 공대
행정실에 통보됨
‘공대교수법class’ 내용
1)강의촬영 + 컨설팅: 의무사항 2)교수
좌담회: 의무사항
3)교수법 워크숍 수강: 선택사항
카이
스트

∙신임교수(의무)
∙전체교수(자율)

건국대 ∙신임교수(의무) ∙임용계약에 강의촬영 포함
∙임용된 학기에 수업이 없는 경우 그 다음
학기에 진행
∙원하는 경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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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인사기록부
기록(신임)

아주대 ∙신임교원(의무) ∙신임교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임교원:
∙전체교수(자율)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에 영향을 줌 임용후
∙2009학년도부터 의무사항임

계약시
영향력

1년 이내

∙전공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부에서 1번
의뢰하고 있음
가톨릭 ∙전체교수(자율) ∙‘강의향상 프로그램’ 중의 한 부분으로 강의

1학기

대

동안

컨설팅 운영
∙전체교수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1학기

무

진행

6명 내외 교수 참가)
∙신임교수 의무촬영 기간이 한시적으로
있었으나, 의무사항조항은 삭제
신라대 ∙2학기 이상

교수업적

3.4이하인 교수

평가산점

(의무)

(20점)

∙전체교수(자율)

자가진단
만 할 경우
(10점)

영남대 ∙신임교수(의무) ∙규정에 명시

1년 내

∙전체교수.강사
(자율)
서울

∙신임교수(의무) ∙신임교수는 계약서에 ‘취임강의’ 명칭으로 임용 및

여대

∙승진교수(의무)

임용 후 1년 이내에 강의촬영 및 분석을 승진 후

평가에

∙전체교수(자율)

의무화 (강의촬영 시 학장, 학과장, 학과 1년 이내

가산점

교수 등 최소 3인 이상의 참관도 필요함)

(20점)

교수업적

∙승진교수(정년제, 계약제 모두)도 승진
이후 1년 이내에 강의촬영 및 분석 필수
∙전체 교수는 자율적으로 강의촬영 및 분
석을 신청할 수 있음

학습상담 및 학사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가 학사지도교수
10명, 성균관대학교가 MENTOR 6명(최근 ACE사업 예산으로 충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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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학습관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상담 및 학사지도의 경우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을 활용한 멘토링 시스템을 주로 도입하고 있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사지도와 학습상담은 위에서 언급한 일부 대학들만이 도입
하고 있고 그것도 1학년 신입생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대학의 경우는 이 시스템은 너무나 당연한 학생 지원체제로,
전 학년에 걸쳐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과목 담당교수와 학사지도 교수간의 협력체계도 확립되어
학생의 출결상황이나 여러 학습 진행 현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과목 담당교수에 통보하여 적극적 협력 하에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교수학습센터 발전을 위한 제언

가. 교수학습센터의 역할 재정립의 문제
교수학습센터의 과제로 제시된 여러 문제들은 결국은 교수학습센터가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교수학습센터가 전체 교육현장과 분리된 채, 교수방법과
학습방법 교육만을 진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내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의 중심으로, 교육적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학습 대학’을
위한 학습조직으로서의 교수학습센터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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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와 학생을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문제
교수학습센터의 교육이 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수, 학생들을
수강생으로 모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교수와 학생들의 자생적
요구에 근거한 ‘학습자 제안 프로그램’이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될
것이다. 그간의 각종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면, 이들의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에 근거한 자발적 의견 교환과 교육프로그램 제안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다. 각 대학 교수학습센터와 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등 관련 기관간의 역할분담의 문제
영국의 경우는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HEFCE)’을 통해 교수학습 모범사례 발굴과 각 대학의 교수
학습방법 연구를 위해 연구비 지원하고 이런 결과를 공유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 산하의 ‘우수 교수학습센터(Centres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와 ‘교수학습개발펀드
(Fund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그리고
‘학문분야별센터(subject centres)’를 통해 영국 내 대학들의 교수학습
지원에 나서고 있다(민혜리, 2004).
호주의 경우는 2004년 교수․학습지원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Learning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를 설립하고 혁신적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지원사업과 교수학습에 대한 학문적
기준을 마련, 관리, competitive grants 계획 관리, 교수학습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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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개발 및 전문적 발전방안 보급 방안 마련, 국내 및 국제적 수준
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벤치마킹 지원하는 일들을 수행
하고 있다(민혜리 외, 2007).
이와 같이 개별 대학들의 작업과는 별도로 정부기관 혹은 대학교육
협의회와 같은 기관이 대학 교수자의 교육연수를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개별 대학들이 하기 어려운 전국 단위의 대학교육현황에 대한 조사
작업과 각 대학 센터의 연구 작업에 대한 지원 활동 및 우수 사례
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적합한 역할 분담 속에서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교수학습센터가 추구하는 바는 고등교육의 교수‧학습의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장려하는 것이고 교수와
학생에게 자신의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그것을 교수학습을 통해 알아낼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교수자에게 교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수가 대학 생활의 중심
이라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Skelton(2005) 이는
교육역량개발과 학습역량개발이 모두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신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고유한 교수‧학습에 대한 철학과
입장을 갖고, 자신의 교수․학습과정을 성찰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
(Plarmer, 1998; Rowland, 2000; Hegarty, 2000)에 초점이 있다.
설립에서 지금까지 약 10년간의 과정을 점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수학습센터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제시한 대학에서의 교수․
학습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재점검과정이 되어야 한다. 향후 센터의
역할의 탐색 역시 ‘지식의 공동체’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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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단순히 교내의모든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는 종합문제해결기관과 같은 성격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학내
에 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점검, 지원하여 우리 대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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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교수학습개발 연구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토론자 : 심 미 자 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학습개발 연수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심 미 자
(부산디지털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대학에 교수학습센터가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역사와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을 통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2000년대 초반 몇 몇 대학에서 시작한 교수학습
센터가 현재는 매년 회원교 수가 증가하여 2010년 현재 142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물론 10여년의 역사 속에서 날로 성장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우여곡절의 고비를 수 없이 반복하면서
제 자리를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센터들도 있다. 교수학습센터 설립
초기의 어려움 잘 극복한 이후, 몇 년 간은 매우 활발하게 전국의 많은
대학에 센터가 확산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성화, 차별화 전략 없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반복 운영하면서 다양성의 한계를 부딪힌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종합평가 실시와 더불어 교수학습센터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각 대학마다 센터의 사업을 급격하게 사업이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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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존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를 가지
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발표자는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특성,
변화 양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개선의 방향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에 토론자는 발표자의 내용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몇 가지 의견을 첨언
하고자 한다.

1. 교수학습센터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발표자는 교수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대상별 프로그램과 주제
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대표적인 대학들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미 발표자가 소개한 바와 같이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들은 대학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학마다의 공통 프로그램과 특성화 프
로그램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과 필요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학마다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교수 대상의 교수법 개선 워크숍과 학생 대상의 스터디그룹/
튜터링 프로그램들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와 운영 결과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의 정책에 따라 특성화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는 좌담회나 공동체, 영어강의 지원 프로그램, 특정 교과목의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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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공모, 교수 멘토링, SIG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목적과
전략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었다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차별화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들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수학습센터 설립 초기에 많은 대학들이
선두 대학의 센터들을 벤치마킹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교수학습
센터 프로그램의 일반화 양상을 야기 시켰으며, 어떤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교육정책과는 무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오히려 센터의 입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교수학습센터의 역할이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의
절차적, 방법적 효율성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의미’를 다시 묻는 과정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면, 각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와 정책, 비전을
담은 센터가 되어야 그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교수학습개발 프로그램을 좀 더 심도 깊게 분석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연 우리 대학과 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프로그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표자는 대학교육협의회 산하 고등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수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전략과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대교협 프로그램을 2009년에
실시한 한정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 토론자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교협의 프로그램을 주제별,
대상별, 시기별, 일정별로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 교수들
에게 만족도와 요구가 높은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자료에 터
하여 교수학습센터와 대교협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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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과 상호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효과적이다.
대교협의 프로그램은 전국 대학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분명
각 대학의 센터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주제나 방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며, 반대로 각 센터들은 그들 대학 적합한 맞춤형 중심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2. 교수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의 특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논의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 현재까지의 프로그램 변화의 양상을 발표
자는 ‘학생중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증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증가로 교육훈련/워크숍과 강연위주의 프로그램이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별
특셩화 프로그램의 점진적 확대와 1:1 강의컨설팅과 학습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설립 초기의
단순 지원 프로그램이나 의무적인 참여 유도 프로그램에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수학습센터가 교육지원기관이나 교육 실행
기관의 역할을 넘어 대학의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전환하는데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자들(D'Andrea와 Gosling, 2005;
Shulman, 1993; palmer, 1998; Rowland, 2000)이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
에서 교수학습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가 ‘학습대학(learning
university)’으로 변화해야 하며, 학습대학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수
학습센터와 같은 새로운 학습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조직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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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교수학습개발 전략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신장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의 변화와 교육맥락의 변화
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교수학습개발의 목적은
무엇보다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학습조직은 대학 전체의 학습망으로 교과과정, 학과 편제, 교수
방법과 절차, 그리고 대상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학습하는 대학(the university of learning)”으로의 재구조화를 의미
한다(Bowden, 1998). 따라서 학습조직을 위한 체계적인 교수학습개발
전략이 요구된다. 즉, 전공영역의 내실화를 위한 지식전문화 전략, 학
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학습 재구조화 전략,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한 통합교과과정 확장 전략, 전공영역과 교양영역의 교육활동을 통한
학습사회화 정착 전략,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유연성 있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 등과 같은 과제를 통해 학습조직 전략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수학습센터의 교육프로그램 개선 과제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 현황 분석을 토대로 발표자는 개선과제로 대학별
특성화와 학문별 특성화 과제, 프로그램의 기획에서 평가까지의 비체계성
극복,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의 과제, 연구작업 및 학내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 작업을 통해 교육의 방향성 제시, 센터 핵심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교육현안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방향성 제시에 대한 센터의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학내 유관기관과 단과대학, 학과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센터 인력들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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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당국을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센터 구성원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학습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젠 대학이 학습대학으로 변화해야 하며, 교수학습센터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의미있는 학습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센터 인력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극히 미비한 현실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경력과 업무 영역에 따른 직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각
대학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운영진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더불어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교육개발
전문가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 영역별 사례
공유와 R & D를 활성화시키는 방법과 대교협 차원에서 전국 센터의
구성원들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이다.
10여년의 역사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분명 교수학습센터는
대학교육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존재하는
한, 대학교육의 핵심기관인 센터는 그야말로 중심적인 역할로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진지한 성찰
없이는 단순한 시간 누적을 통한 역사의 연장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의
정보화사회를 지나 미래에는 드림 소사어티를 지향할 것이라 한다. 모두
에게 꿈이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대학교육의 꿈은 다름
아닌 바로 교수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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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의 중앙지원기구 구성과 역할1)

이 재 경
(숙명여자대학교)

1. 교수학습센터의 중앙지원기구 설치 필요성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중에서 약 150여개 대학에는 교수학습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이하 CTL2))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CTL에서는 해당 대학의 교․강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
지원, 학습지원, e-러닝 및 교육매체 지원, 교육정책연구개발 등의 영역
에서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12월에는 “각 대학 CTL 간의 상호협조와 정보교류를
통해 각 대학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3)” 전국적인 협의체인 대학교육개발
센터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센터의 전문성
향상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매년 정기적인 하계 워크숍과
1) 본 고의 내용은 “이재경․박승호(2008.2), 국가교수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RR-2007-27-281호”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2) “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원” 등의 명칭
으로 교수-학습 지원체제 관련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actl.org/kactl/greeti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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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심포지엄 및 리더십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대학센터 간의 교류 및 위탁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협의회 산하에 CTL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교육
개발전문가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가 이미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교수학습센터 중앙지원기구(가칭 국가교수학습원)
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센터들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센터 관계자들의 요구
로부터 찾을 수 있다.
먼저, 센터의 운영과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대학 간 편차
문제이다. 일부 선발 교수학습센터는 비교적 안정된 조직과 적절한 예산,
전문 인력들을 갖추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는데 비해,
후발 교수학습센터는 여전히 불안정한 운영 및 초기 탐색 단계에 머무
르고 있다. 특히 센터의 전문 인력, 예산, 시설, 대학 내의 위상,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 비전문적이고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센터의
존재 필요성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이다. 이 중에서 전문 인력의
경우,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근무 여건 조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교수들의 요구를 반영한 전문
적인 맞춤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당 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 제고가 가장
급선무이지만, 대학 여건 상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까닭에, 국가차원의 센터 지원기구를 설립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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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 CTL
에서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①
교육 전문성 개발에 대한 교수의 인식 및 노력의 저조, ② 교수개발 프로
그램에 대한 교수의 참여 부족, ③ 다양한 교수 요구에 대한 맞춤식 지원
서비스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또한, 각 대학 차원에서의 발생하는 센터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① 센터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학내의
인식 부족, ② 본부의 정책적 지원 미비, ③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센터구성원의 전문성 확보의 장애요인’으로는 학교의
지원 미비, 신분불안, 교수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즉, 각 대학에서 센터 및 센터 구성원의 위치가 애매하고
연구원의 고용과 신분이 불안한 것이 전문성 신장의 가장 큰 저해요인
이며, 이는 결국 교수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CTL이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체만으로는 CTL에 관련된
행․재정적, 제도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대학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의 교육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학 및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전문가를 확보, 양성하며,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함으
로써,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더불어 교수-학습력 제고를 통한 국가의
교육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중앙지원기구 구성과 역할 109

2. 미국의 교수학습센터협의체 사례: POD Network
미국에서는 학부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고, 양질의 교수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1962년 University of Michigan의 CRLT(Center for
Research of Learning & Teaching)를 필두로, 많은 대학들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1975년에 Harvard 대학과 Stanford
대학이 동시에 미시간 대학의 CRLT를 벤치마킹하여 CTL을 설립하였고,
1997년에는 MIT의 TLL(Teaching and Learning Laboratory)이 설립
되었고, 2008년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서 약 220여개의 센터가 활동
중이다. US News & World Report가 Ivy League 대학들과 주요 주립
대학교(UC Berkeley, Univ. of Michigan, UC Los Angeles, Univ.
of Virginia 등)를 비롯해서 우수대학으로 선정한 30 개 대학들의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최고 30위 대학 중에서 교수학습센터가
없는 대학이 2개 대학에 지나지 않을 만큼 교수학습센터가 보편화 되어
있다.
미국 교수학습센터들의 협의체인 Professional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Network in Higher Education(이하 POD Network)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와 유사한 기구로서, 모든 멤버들
에게 고등교육의 교육개발에 관련된 출판물, 컨퍼런스, 컨설팅 및 네트
워킹 등을 제공하며, 교수(faculty)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등교육 기관에 있는 교수, 강사, 행정가
등의 가치와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식을 고취시
키고자 활동하고 있다.
POD Network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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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과정을 설계 지원
- 수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업 개선
- 수업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 사용
- 수업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결과물 형성
-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교수를 지원하는 인력 배정
- 학과장들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기술 지원

3. 국가교수학습원(가칭)의 설치 및 운영 방안

가. 설치 목적
국가교수학습원의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연구․개발
-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대상의 교수
법, 대학생의 학습법, 교육과정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체계적
으로 연구․개발․확산 보급하고자 함.
- 대학 교수학습센터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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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 교수학습센터, 개별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의 활동 및 프로
그램에 대한 컨설팅

나. 기능
국가교수학습원이 수행하게 될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가차원에서 국내 대학들의 교육 경쟁력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피드백 및 컨설팅, 효과성 평가
- 효과적이고 선도적인 교수법 및 프로그램, 수업평가 방법의 연구․
개발
- 학습법을 포함한 학습 환경 개선방안의 연구․개발
-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특화된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교수-학습 개발에 관한 국내․외 자료 및 문헌의 수집, 정리
및 보급
- 개별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에 종사하는 교수법 및 학습법 지원
연구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연수 및 해외 교류
- 대학 시간강사 대상의 교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우수 교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국적인 공유(예:
MIT OpenCourseWare)

다. 국가-권역별-대학별 교수학습센터의 기능 및 연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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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유: 국가(National)→권역(Regional)→대학(University) 교수학습
센터로 확산
◦ 교육력 향상 정책의 실현
: 대학별 자생력 확보→권역별 교수학습 문화 형성→국가 교수학습센터
의 안정적 운영

[그림1] 국가-권역별-대학별 교수학습센터의 기능 및
연계 체계

❏ 필요성: 국가교수학습원을 중심으로 권역 CTL, 대학 CTL 간에
교수-학습 관련 정보를 공유․확산시키는 체제 구축
❏ 목적: 국가교수학습원과 권역 CTL, 개별 CTL의 유기적인 협력체
제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각 대학 CTL이 해당 대학의 특
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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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
국가교수학습원

권역 교수학습센터

대학 교수학습센터

(베이스캠프)

(전진기지)

(캐러밴)

① 선도형, 실험형 프로

① 교수학습 프로그램

① 대학별 맞춤형 프로

그램(PBL, BL) 개발

(면대면, 디지털) 및

및 보급

컨텐츠 공동 개발

② 해외 벤치마킹을 통
한 선진 사례 발굴
③ 우수 혹은 특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② 지역 내 우수 사례

그램 개발
② 교수자-학습자 만
족도 극대화

공유 및 확산
③ 시설 및 기자재 공
동 활용

프로그램(교수, 학생
대상) 발굴 및 확산

라. 조직
국가교수학습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국가교수학습원 원장 1인
(※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용하며, 필요에 따라 회원대학
교수를 파견 받을 수 있음)
- 국가교수학습원 내에 연구개발부와 운영지원부를 두며, 연구개발
부에는 교수개발팀, 학습개발팀, 교육매체․자료개발팀, 교육정책
연구․조사팀, 교육과정개발팀 등을 둘 수 있음.
- 국가교수학습원에 연구직과 행정직 등 필요한 인원을 두되, 그
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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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문위원회: 국가교수학습원의 자문기관으로 7-8명의 전문
가로 구성함.

[그림 91] 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국가교수학습원 조직체계(안)

마. 인원 (설치 제 1차 연도 기준)
국가교수학습원의 인원(설치 제 1차 연도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될 수 있다.
- 원장: 1인
- 연구직: 연구개발부장 1인 및 연구직 16인
- 행정직: 운영지원부장 1인 및 행정직 10인 및 보조원 5인
- 운영자문위원회: 국가교수학습원의 자문기관으로 7-8명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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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예산 (설치 제 1차 연도 기준)
국가교수학습원의 총 예산은 20억원이며, 세부 예산 항목은 프로
그램 개발비, 세미나 및 연수활동 운영비(교수-학습 관련 세미나,
교수-학습 연구 및 워크숍), 사무용 집기 및 첨단 교수-학습용 H/W
및 S/W 구입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로 구성된다.

사. 연도별 확충 계획(안)
국가교수학습원의 연도별 인원 및 예산의 확충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1차년도

인원

34명

예산

20억원

제2차년도

제3차년도

44명

55명

(+10명)

(+11명)

30억원

40억원

아.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수원(현행)과 국가교수학습원(신설)의 기능 비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연수원(현행)과 국가교수학습원
(신설)의 기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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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교수학습원

고등교육연수원

사업

대학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 행정의 전문성을

목적

교육경쟁력 제고

제고하여 교육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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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차원에서 국내 대학들의 교육 경쟁력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피드백 및 컨설팅,
효과성 평가

∙ 대학총장, 보직교수 등 경영
관리직

- 효과적이고 선도적인 교수법 및 프로그램,

∙ 행정관리직 워크숍
∙ 리더십 프로그램 등

수업평가 방법의 연구․개발
- 학습법을 포함한 학습환경 개선방안의 연

- 대학 직원의 조직 및 직무
개발, 능력개발 교육지원

구․개발
주요
추진
내용

- 과정별 운영

-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특화된 우수 프로

- 대학 직원의 직무관련 정보
교환 및 제공

그램의 개발․보급
- 교수-학습 개발에 관한 국내․외 자료 및

- 교수법 및 티칭팁스 개발
과정(1, 2차)

문헌의 수집, 정리 및 보급
- 개별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에 종사하는 교

- 신임교수 워크숍 (1, 2차)

수법 및 학습법 지원 연구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연수 및 해외 교류
- 대학 시간강사 대상의 교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우수 교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국적인 공유

구분

국가교수학습원

고등교육연수원

- 신임교수 워크숍

- 최고경영자 특별과정 (총장)

- 신임강사 워크숍

- 교무행정직 워크숍

- 경력교수의 교수능력 향상 워크숍

- 회계․경리담당자 워크숍

주요 연수

- 우수 교수법 개발 과정

- 대학행정직 워크숍

프로그램

- 우수 학습법 워크숍

- 구매실무과정

- 원어강의 워크숍

- 도서관사서․행정직 워크숍

- 교육매체․자료개발 워크숍

- 중급행정직 능력 개발 과정

- 수업 평가 개발 과정

- 여성행정직 능력 개발 과정

(예시)

- 교수학습센터 연구원 워크숍
CTL과의
연계성

개별대학 CTL에 대한 컨설팅

개별대학 CTL과 무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중앙지원기구 구성과 역할 117

토 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중앙지원기구 구성과 역할

토론자 : 조 용 개 교수
(계 명 대 학 교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중앙지원기구 구성과 역할

조 용 개
(계명대학교)

1. 교수학습센터의 중앙지원기구 설치 필요성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219개교 가운데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원
교로 가입하여 교수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145개교
(2010년 12월 현재)로 전체 대학의 66.2%에 해당된다.
회원교로 가입하지 않은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하면 대다수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이하 CTL) 또는 유사한
형태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교의 CTL 운영 인력 현황을 보면, 센터장을 포함하여 연구원, 직원,
조교 등 약 850명에 이르고 있다(대학교육개발전문가협의회, 2010).
이 가운데 각 대학 CTL 당 운영 인력이 5명 이하인 대학이 63개교
(44%), 3명 이하인 대학이 40개교(28%)이며, 센터장과 팀원(혹은 조교
1명)인 대학도 13개교(9%)나 되었다. 그리고 CTL 연구 및 개발 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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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6명으로, 전체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구 개발 인력이 단 1명도
없는 대학도 총 67개교(46. 2%)로 조사되었다.
본 주제 발표 내용에서도 언급되었지만 CTL의 운영과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의 각 대학별 편차로 인한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의 격차는 결국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주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인력의 근무 조건(근무환경, 업무량, 근무시간
등)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54%,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25%로 전체
약 80%가 근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
조건(계약 형태 및 임금) 만족도 조사에서도 보통 25%, 불만족 50%,
매우 불만족 17%로 전체 약 92%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원인 중에는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각 대학별 교수학습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센터 지원 기구를 설립, 운영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지난 2007년 6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대학 교육력 향상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교수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중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선정
하여 30개 대학에 3억원씩 지원하는 방안과 10개 권역별 거점 교수학습
센터를 지정하여 권역별 10억원씩 지원, 운영(대학 이러닝 지원센터와
연계체제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의 활동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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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오늘 주제에서 다루어진 교수학습센터의 중앙지원기구의 설치에
관한 방안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력 향상 지원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센터를 지정하여 2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국가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으로 정책 주제형 대학중점
연구소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과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
화하는 방안으로 이번 주제 발표에서 제시된 국가교수학습원의 설치를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2. 국가교수학습원(가칭)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주제 발표에서 제시된 가칭 국가교수학습원의 설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그리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수법 및 학습법,
교육과정 등의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확산과 보급,
아울러 교수학습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권역 교수학습센터 활성화, 개별 대학 CTL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담인력 교육 및 양성, 각 대학의 우수 프로그램 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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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새로운 교수-학습 기법과 프로그램 운영, 외국 기관과의 국제
교류와 자료 수집, 교수학습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진
단과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한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
하고, 이를 공유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학습력 향상 프로그램을 국가교수학습원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대학
교육개발센터협의회(KACTL)와 전국 규모의 교수-학습지원 연수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CTL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연구하거나 개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부터 각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육
개발센터협의회는 지난 10여 년을 거치면서 현재 150여 개의 회원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대학 교수-학습지원 협의체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그간 하계 워크숍, 동계 심포지엄, 리더스 캠프 등 연례적인 행사 외에도
대학교육개발전문가협의회 운영, 소연구회 모임, 대학 교수학습연구 전문
학술지 발간 등의 역량과 운영 사례는 국가교수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기틀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금까지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는 각 대학의 회원교를 대표
하면서 각 대학별 교수-학습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데 기여해 왔다면
국가교수학습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권역별 CTL과 개별 대학의 CTL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원교 간에 전문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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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별 모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실행가능한
네트워크와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자 차원의
중앙지원기구가 설립되면 이러한 협력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교수학습원의 설립은 대학교육의
역량강화와 학부교육 선진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주제 발표에서 제시한 교수학습센터의 중앙지원기구인 국가교수학습
원이 설치되어 이에 따른 조직과 인원, 예산 등이 연차별로 확충될 수
있다면 현재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수원과는 차별화된 사업 목적과 프로
그램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수-학습 중앙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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