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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번 초대석에서는 교무부처장직과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직을 겸직하고 계신 

양호환 선생님을 만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역할과 그 활동， 그리고 교육 전브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닷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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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들 중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어떤 콧인지 모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초교육원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두 기관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어떤 콧인지 간르텀| 설명해 주십시오. 

A 교수학습개발센터(CTL)는 우리 대학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 여하고자 2001년에 설립 된 기관엽니다. CTL은 네 부서 로 구성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부는 강사 · 교수님들을 대상 

으로 강의와관련된 서비스， 혹은 연구를하고 있고， 학습지원부는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의 학습 향상을위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교실에서는 학부생， 대학원생들의 논문 및 레포트 작성，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한국 학생들의 영어논문 작성 등과 관련된 강좌 혹은 워크숍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는 

e-Learning지원부인데， 학교의 e-Learning과 관련된 컨벤츠를 관리 , 운영 하고 있습니다. 

Q 장기적으로는 기초교육원이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CT되+ 기초교육원은 ‘학생자율연구’ , ‘글쓰기 프로그램’ 등의 다소 중복되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 인 

차이점 이 있습니 다. CTL은 비교과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입 니다. 중복된다고 하면 미지 비효율적인 것처 럼 

생각되지 만， 각 기관이 맡고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디 학생자율 참여 연구’ 같은 경우 기초교육원에서 교과화 

하기 전에 시험단계로 C끼」에서 관장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반응이 좋고 성과도 안정된다는 것을 근거로 교과로 

개발될수 있었습니다. ‘글쓰기교육도그증요함에 비해 괴목으로 만드는괴정이 어렵고복잡하여， CTL에서는먼저 

‘글쓰기 교육’ 지원을 실시하였고 그 필요성이 학내에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난 후에 기초교육원에서 그것을 교괴목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CTL괴 기초교육원 모두에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괴인가바교괴 인기라는 현격한 

치이 점 또한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만 담당하지만 CTL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관하여 

지원업무를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나효율성상통합하는 것이 좋다고생각되는경우에 적극적 인 

논의를 펼쳐나감 것입니다. 또한 암으로 기초교육원 자제의 가능이나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 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명한것은 CTL은 기초교육원과 대립되는가능이나위상을갖는 것이 아니라 학내 지원기관으보써 지원 

하고， 협력한다는 점입니다. 

Q 현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법 워크숍 등 교수법과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직접 교수님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저|공히고 있는데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교수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CTL이 당연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학교의 부속 지원기관으로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TL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거나 혹은 알더라도 지원사엽의 내용을볼라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든고 있습니다. 

연구실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CTL이 하고 있는사업을 적극적으로홍보하겠다는의미에서 시작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의 호응도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 다. 특히 이 밖에도 교수님 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것을 

몇 개 고른다면， 신임 교수나 교수를 위한 워크숍， 그리 고 아직 교수는 아니 지만 장차 교수가 되실 분들을 위한 예비 

교수자양성과정， 강의분석상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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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엇이리고 생각하십니까? 

A 학생틀을- 상대로 ·강의수강 소감tFλ]-‘라_lL 히-뉴 인종씌 강익펑/]-틀 씌산 전면낀l으로 시챙히-늑 등. 상의띄 진을

높이기 위힌- 여L:'] 벙안을 빔디l짝 자원에서 취토하j 있슈니 다. 하시만 깅 21를 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힌 요건은 수악에 

대힌 교수넘는· 스스'，-의 성싼이라고 생각협-니1.:1. _ 즉 ·내가 스스'，-의 수암을 이떻거| 생각하느냐 . 'cH회이서 감~I 를

깐다는 것은 이떤 의 111 인lF 'Z-의 성찬이 가정-중R하다는 것입니다. 강의평가 끽-은 것은- 외부객인 사각. 단순깐 지료 

등세 씌쓴히기 매문에 깅'91 의 짚을- 딩-장 :-;σl줄 깃이마;{ 시대 B]';l 어핍습니다. 따~l서 CTL에서뉴 ‘스스로 1 산 91 

갱의릎 생Z! ’ 하늠 기회릎 저l늠 해 드려 기 위해서 ‘깅의분석 싱 ~y 윤 시행하고 았츄니디 갱의분식 싱민-‘쓴 교수’서의 

각의 장l건을 촬엿하여 자선 교수넘께 지-신의 깎의에 t:H한성잔의 기회를 제꼼히l 드리는 것잉니다. 원하사는 겪우

그것을- 분석하‘.[토콘. Jι정~，: õll나기-지만‘ 그보다저는- 스스로펴 강의를 되딪아깔수 있는: 1] 펴기- 되기에 캉:꺼-허다:.L 

생샤딴니다. 지김·까지뉴 수강생살의 :성;].;]. 위쑤였지만 시-실유 π갓 봇지않7-11 승요후1- 깃유 .l'1.수넘‘갈iol }'-91의 r싱으l플

직접 보고，동요교수닙늘·파 같이 의긴윤아누는사닝]ùl 려려-생각함 L'디. 사적인 생살，실질적인 조벤블힘‘해 배 7- 21미 

있는 시깐이 원 수 있으2.]2.] 생각합나l"~. 

Q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로그램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 학샘들의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꽉생 틀씩 잔여 윷~I:. :,',- ."it 성고].!.:. 좋c} .1/. 생 각-히 는 깃욕 

띤하우투띤’ 꽉노:1.랙입니디. 띤하우투띤은 히-유빙법 

^].제듀 핵습하는 프5~.:..l 댐‘긴더l 신암색 오ê]앤터!이선에서 

소개히jl 있.0_1 녁. 대학생힐-을- 사시 'Ò]'세나 운비히뉴 틴;1] 

에서 학숨을어떻지l 힐 깃인7] 에 1:]1힌-숭은안미기 된다7. 

생Z!-함니디. 디간 현재 최 l'~헨으~ 참여한 수 있는 인원이 

/100냉인더1. 그섯노 찬 번이l 핫 수 없이 분산욕 δl는- 강

양식， 물리식 인 새한0] 었습니 다. 따라서 이리 해션 방91윌- 한!새 생각B]-.IL 있jl: 이 ~11 어l 여리 ‘1，[수넘틀씩 씩견에 따라 

딴과 떼짝괴 해려해서 픔도:1.렉윷 실시하거나 괴괴괴객-괴- 연실 혹은 과객- 사채를 개발하는시-입 능의 벙-도룹 구성 

츄。11 있습니디. 

이밖에 균서기 ~lIt산에시 선당히 . .".L 있는 ~n변 상담 우·수논문시상‘리핀 E.~].성법 워두4숍등ctr. 혁생뜯의빈성-이 상당히 

좋은 깃 겉갑니다. 더불에서 꽉생플에 대핫 연구 지원 프로그셉노 있는데 연[;，. 상이 프로그캠 λ:1.:.] 디 그류 지원: 우수 

쏠입놈눈 시원 능도 유정-하nl 성괴 기 휴-디-고 한 수 있슈니다. 

Q 소장님께서는 현재 쿄무부처장직을 겸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쿄무부와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A ~I-념슴니디. 미-~ ~L 이.~- ul]운0][ 검직힌디고도 한수 있슴니디 교부처 산하01]는 교부-파와 펙커}과가 있늠더1. 젝.).]

.i'N는 수-엽이니-혁생에 판련원 사1-'] /.:‘날 담당하，[ ìι무-치는- 주-뭔 .ILi'’}파정편성엽무-와 ì，[우!인사관리늑 하，[ 있습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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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부처는 한’정적인 기능을 민-덩-하늠 기판입니다. 그러힌 이유노 ‘낀약 우페 l:H젝-에서 갱의를 。|떻게 개선해나살 

섯이l.F 하는- 문제에 접근핫 1개 피부치의 인펙」아죠직흐갔는- 최.파적으:7. ßI1겸핫 수 있는 방법이 빈약협니다. 이런 점 

에사 CT_이 필 .Ç? 산 것입니다. crU)]라뉴시+’'l'과그 연구 민펙을-힐용'"Ò].OI ;，'.육씩 진을- 향상시1]시 위깐 망언을-띤기1. 

하Jl:， 괴.부서/]. ,t 겹괴를 행정마인 o 보 실챙하는 깃입 L.]마. :1 실햇 괴정에서 운세가- 되었년 깃응 다시 평끼를 하고 
연구룹 하거r ~닙니r.j .. 자 QI 검직은내노 o[펀 채셰릎 엉투에 둔 것입 q 1'1 ， 교부저가 6냥 폐정압무「늠 규장. 법령 퉁의 

제 91'ú1] 따라 성지 생이 있‘욕 수밖에 없습니다. 때려 서 CTL에서 하i 았는 사임핫 평가하i 분샤 &1] 니까앤서， 4iL육의 

진을 애자할수 있논 방인윌_ ~Ir_색하논 것은 저씩 검석윌-통해 ii_‘융식 q로 ('1루어진 수 였응-것입니다. 

여l를 같-사면 πf생십-의 깅'2] 평기를 어떻지1 분석하， .μ: 휴}는 깃은 괴.부저 의 인렉 o 보는 처 i~l하기 어엽츄니다. CJ"J세 사 

표노젝드블 사덴하여 분석 · 연구하고 ~I 후교부처에서 ~I 분석 칠파룹진달빈이. ~ I것을이떻게 정책적으노 환용·할 

것인가 논의협니다. lf.깐그빙에 영이상의 .~-의 원-성화 방인 ‘.~-에 있이시， ;，t수넘듀에 대깐행정칙 지원은 ;，t무처에시 

정책 석으로 힐 수 있지만， 꽉생플에 대힌- 집간븐 CTL 폭에서 방li블 마련히고 시행 힐 수 있뉴 갓입니다. 

Q 소장님은 현재 역사교육학과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의미， 혹은 교육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지 듣고 싶습니다 

A 우iè.1 샤칠·대 한i던 연구 승선대 학을 표방차이 많유 i:벽을 !I웅·였객 π 성괴노 석지 웬숨니 다. 하지만 젤’‘적 P‘보판 

서울t:M희-교 쁜 이-니썩- 외국의 많은 연구 줍심대한!에서도 교육이 핏빈-침 퍼지 않늠디낀 연구 성파도 효율화펴기 힘듭 

내는 평가사 있습니다. 사쇠 우리의 정우‘ 언:F 분야에 HI <i1] 교육에 대찬 판심이니- 문제제기， 지웬. 평가. /1]선 노펙 E-이 

미휴했떤 깃01 사섣입니다. )，'.육이라뉴 갓욕 팍생틀이 성정해 나깅 매， τ 성정의 파깔 냄혀줄 수 있뉴 집-새력읍. 1]워 

수는 깃이 야고 볼 수 있츄니디 그띤 측연。u서 깅으| 개선 교:i!1 꽉 차|제 개선 능 해야 한 젓이 많츄니디 또 힌가 λ| 종요 

한 점은 연구민이 교수는의 유일한 엽부는 이니 려는 것임 니다. 캉의를 소풍하세 여길 수 았는 방안. 즉 각의를 잔딩-하 

가니 ‘ 강의 지-처l 의 Ii.윷성을 재‘.， ~하11 위깐 방안이 휠요하ι}‘.， ~ 생각힘니다. 

J" ，육괴-징어l 있어서노 연제성의측면 휴븐 J'(꾀괴정이 실세로 전강!'l 쥐지외 부딴체는지 이렌 짐l4 살펴보아이-딴니다. 

꾀근이I Jt윤적인 갱의 제져l블 깐추기 우l힌 빙안 꽉수 진공 퉁이| 대힌 대단우l 연구블교부처011 서 착수했유니다. 깅의릎 

.'1]션히-뇌. 다엠한회써륜π- 승1.여금 t:~영석한 신꼼 iJ!.염:피육욕 톱헤l ?!-퍼펙이 후M~-7，，{ 수 있노각- 노펙하.Ll. 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소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k] 자신도 일ul 니- 친체 적이고 진섞적인지 자신판 수는 없;<1'긴 요씀 히-샌늘곤 J랬으낀 총-겠녀고 써각 함니디 . 댄-연 

하다서 생각되는 것잘 의십헤 보.사， 8"].지 ?r리사 하는 것쓸 의심히l 멍.이야 힘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파욕망잘 액입 

체;! 았뉴지 집~，~-Bl 뉴 깃입니다 그떻지 많디-면 ·익입 체논 갓윌 .flj’상힌다 고 힐 수밖께 없갑 갓입 '_.]다. 이런 {.F서l 틀 

고민한 수 있는 유일힌 시간은 디l학생환입 니디. [.1 소송하고 디 진수l 적이고 디 도진적인 생각윤 해보늠 짓이 디l학생환 

임니 다.:.J.련 의미에서 t:ß희 생휩이 존쥬되이야 하겠지요 모든 회생틀이 소중한 cH회 써설‘을 누였으띤 좋겠습니다. 

‘)징리 이지훈/사진 유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