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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지표 탐색*

교수 · 학습 영역을 중심으로

검동일** • 유병민*** • 박춘성****

국문요약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질 높은 결과의 산출은 모든 대학의 공통된 목표이다. 대학은

대내 • 외적으로 무한 경쟁 위에 놓여 졌으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의 촉매제로 대학 교육 협의회의 평가를 비롯하여 많은 평가가 대

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능하고 있다. 대학 평가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지

표가 지난 타당하지 않은 측면들로 인해 대학 평가를 거부 하거나， 각 단대별 협의회

중심의 평가 계획을 세우는 현실에서， 교수-학습에 대한 평가는 모든 대학의 공통된 관

심 영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수-학습에 대한 대학 교육 지표 탐색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표의 본래적 의미를 탐색하고，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한 지표의 특성 및 지표

의 의의를 파악하고， 이중 선행연구의 교수-학습 지표를 추출 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교

수-학습 지표를 바탕으로 지표의 본래적 의미에 맞게 대학의 체제 모형에 입각한 지표

들을 추출 하였다. 그 결과 교수， 교수지원， 학생， 학습지원， 직원 구성의 대분류로 대표

되는 지표를 산출 하였으며， 지표의 의미를 고려한 투입， 과정， 산출의 체제적 지표를

완성 하였다. 이렇게 완성한 지표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강화의 기제

로 작용 할 수 있으며， 대학의 현황을 나타내는 기초 자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주요어 : 대학 평가 지표， 교수-학습 지표， 대학 기초 자료

* 본 연구는 2003년도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술연구비(교육매체지원부 연구과제)에 의

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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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versity indicator for teaching-learning

Kim, Dong-il*, Yu, Byeong-min**, Park, Choon-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dicator on higher education,

especially on teaching and learning.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pursuit high quality

outcome through high quality education. At present, universities and colleges compete

with one another. For the better education we need the better indicator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is mission of the univers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d : (i) The meaning and purpose of indicators, and

searching for the study on the evaluation for the higher education were discussed; (ii) A

general indicator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on higher education and the category of

the indicators was discussed; (iii) Implication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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