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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강의 개선을 한 수업컨설  사례 분석

수업컨설 은 학의 표 인 교수지원 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치한 A 학의 사례를 통해 

수업컨설 이 강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2009년 A 학에서 수업컨설

에 참여한 15명의 교원들의 수업컨설  자료, 그룹 인터뷰 자료, 학생 만족도 평가 자료 등을 토 로 수업컨설

 차, 교수들의 참여 동기, 진단된 문제와 개선 방향, 수업개선의 효과 등을 분석하 다. A 학은 학기 별로 

문 컨설턴트에 의한 일 일 수업컨설 과 동료컨설 이 혼합된 형태의 수업컨설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

다. 수업컨설  참여 교수들은 학생들의 낮은 수업 참여도, 미흡한 학습 내용 이해, 조한 강의평가 수 등을 

이유로 수업컨설 을 신청하 다. 수업컨설  결과, 교수들의 교수활동에 한 근본 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들의 학습 진 미흡, 강의의 비구조화,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 교수기법의 부정확한 용, 불필

요한 행동습  등이 수업의 문제 으로 진단되었다. 이  교실에서의 행동수정과 같이 상 으로 은 노력이 

요구되는 개선안은 쉽게 수업에 반 되었다. 수업컨설  후 시행된 9문항의 학생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15명의 

참여 교수  11명의 교수에게서 상승한 강의만족도 문항이 하락한 강의만족도 문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수업컨설 은 참여 교수자들에게 ‘교수(teaching)’에 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에서 학교육

의 질 개선에 유의미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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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학의 교육력 강화가 고등교육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학 지

* 가톨릭 학교 교수학습센터 책임연구원1)



원이 연구력을 강화하기 한 BK21 사업 등에 집 됨으로써 상 으로 우수한 고 인력을 양

성하지 못했다는 비 과 자성의 목소리가 사회 으로 높아져 왔다(민경찬, 2009). 스 스 국제경

개발연구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3 인 것에 비해 교육

경쟁력은 35 , 학교육의 경쟁력은 46 로 우리 학의 교육경쟁력 강화가 국가  차원에서 

시 하고 요한 사항으로 보인다(IMD, 2010). 이에 정부는 기존의 다양한 학 지원 정책을 

학의 교육력 강화에 을 맞춘 학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하고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을 높이기 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학(Advanced College of Education)을 집  육성하는 

등 정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 각 학들은 교수학습센터를 설치·운 하고 강의 평가를 

공개하는 등 학의 교수학습의 질 증진을 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학 교육의 질이 제고되기 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좋은 수업은 

잘 가르치는 교수 행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 인 학습 환경

을 마련하는 총 인 학습지원을 포 한다(김경화, 2003). 따라서 수업을 책임지는 교수는 공

지식을 효과 으로 학생들에게 달하는 교수(teaching) 능력뿐만 아니라, 수업의 반을 구성

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학고, 학습을 독려하는 학습 리자로서의 다양한 역량들(instructor 

competencies)을 갖출 필요가 있다(Klein et al., 2004). 

‘교육’기 으로서 학이 그 기능을 다하기 해서 교수자의 역량 강화는 시 하고도 요한 

과제이다. 교수들은 ‘교육’에 해 체계 으로 배운 이 없는 해당 공분야의 문가인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수방법을 연구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에 배운 방식 로 학생

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각 학들은 신임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모의강의 등을 통

해 강의자질을 평가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수업 목표 설정이나 내용 달 등 효과 인 수업을 해 필요한 역량들  일부에 지나지 않는

다. 일부 학들은 신임교원들에게 체계 인 교수법 강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교수기술 주

의 단기간 교육과정에 집  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더구나 교수들의 채용과 승진의 잣 가 

되는 학 교원 평가가 해당 공분야의 연구 성과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교육력 강화 정책들

이 교수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단기

간에 이루어질 수 없듯이, 학 교수들이 훌륭한 교육자로써 거듭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

려우며, 교수의 자발 인 노력에만 기 는 것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은 신임교원이 임용되

었을 때부터 이들을 해당 분야의 문가에서 교육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 인 교수지원 시

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많은 학에서 교수의 교육력 신장과 학생의 학습력 증진을 목 으로 ‘교수학습센터’1)를 

1) 각 학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학교육개발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원 등 명칭은 다양하지

만, 학의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지원 조직을 말한다. 각 학들의 



설치하고 있다. 학종합평가에 교수개발 로그램과 교수매체에 한 항목들을 포함함으로써 

정책 으로 각 학들이 교수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 결과(염민호․김 정, 

2008), 2009년 11월 기 으로 국 137개 학에서 교수학습센터가 설치·운 되고 있다. 각 학

의 교수학습센터는 학교원의 역량강화를 해 교수법 개선 워크 ,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 

교수법 개선 자료 제공  상담, 교수 상 좌담회, 교수공동체 운  등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이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표 인 로그램이 ‘수업컨설

(instructional consultation)’이다. 

본래 수업컨설 은 교실 수업의 질  개선을 한 활동으로 ‘수업분석’, ‘수업장학’, ‘수업연

구’, ‘수업비평’ 등과 유사하다(천호성, 2008a). 교수개발센터(faculty and instructional 

development centers)가 일 부터 발달된 미국에서는 1970년 부터 학에서 수업컨설 이 효

과 인 교수지원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반면(Knapper & Piccinin, 1999),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수업장학’이란 이름으로 등학교 교사의 수업기술 개선을 해 처음 도입되었다(변

계․김경 , 2005). 학의 경우 2000년  이후에 들어서야 ‘강의컨설 ’, ‘수업컨설 ’, ‘비디오 

피드백’ 이라는 명칭으로 교실 수업 개선을 한 분석기법들이 활용되었다(조벽, 2002). 특히, 

2007년도부터 서울 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매 학기 ‘수업컨설  문가 과정’을 개설하면

서 문 인력들이 양성되었고, 많은 학에서 수업컨설 이 교수의 강의기술을 향상하는 표

인 방법으로 정착되기 시작하 다. 학의 수업컨설 은 부분 교수의 수업을 비디오로 촬 하

고 학생들의 수업에 한 평가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교수자 스스로 분석 하도록 하거나 문 

컨설턴트가 분석하여 문제 과 그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이용숙, 2007; 

유정아, 2009; 이은화․ 경석․조용개, 2010). 

상 으로 수업컨설 의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 수업컨설 의 차와 방법을 소개하거나

(Fink, 1997; Hick, 1999), 학생들의 강의만족도에 미친 향(Erickson & Erickson, 1979; Piccinin, 

1999)에 한 다양한 경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분의 수업컨설

 연구들은 등학교 교사연수나 교과교육의 에서 이루어져왔으며(김혜련․부경순, 

2008; 이윤, 2008; 이재덕, 2008; 정용우․양성 , 2008; 천호성, 2008b; 최선 ․노석구, 2008; 한

은미․장경숙, 2008), 학의 수업컨설 을 다룬 연구는 특정 학의 사례 연구(유정아, 2009)와 

외국 학의 수업컨설  방향과 방법을 다룬 연구(이용숙, 2007) 외에 경험에 기 한 연구들을 

찾기 어렵다. 

많은 학에서 수업컨설 을 교수들의 교수법 증진을 한 효과 인 방법으로 선호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연구가 많지 않은 까닭은 부분의 컨설 이 그러하듯 수업컨설 도 

컨설턴티와 컨설턴트 사이에 비공개를 제로 일 일로 이루어지며, 부분 일회성에 그치기 때

교수학습센터 연합체인 ‘ 학교육개발센터 의회(http://www.kactl.org/)가 운 되고 있다.



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수업컨설 이 일정한 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교수자마다 직면하

는 문제와 그 수 , 그리고 각 학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 인 결과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컨설 이 교수들의 교수법 증진을 한 효과 인 방안으로 선

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학에 국한된 사례라 하더라도 수업컨설 의 차, 교수의 참여 동

기, 수업개선 효과와 학생들의 만족도 등에 한 경험  자료를 축 하고 공유하는 연구는 향후 

수업컨설 을 실제 으로 운 하고자 하는 학에 학술 이고 실제 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 수도권에 치한 A 학의 수업컨설  차를 살펴보고 수업컨설 에 

참여하 던 15명의 교수들을 상으로 이들이 왜 수업컨설 에 참여했으며, 컨설턴트에 의해 진

단된 수업문제와 처방은 어떠하며, 수업컨설 을 통해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교수들의 교수법

이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A 학 수업컨설 의 차는 어떠한가?

2. 학 교수들이 수업컨설 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인가?

3. 수업컨설  결과 산출된 수업문제  그에 한 처방은 무엇인가?

4. 수업컨설 이 학생들의 강의만족도와 교수법개선에 미친 효과는 어떠한가?

Ⅱ. 

수업컨설 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 로 거슬러 올라간다(Kathleen, 1990). 

Erickson과 Erickson(1979)은 미국 학의 15-20%가 교수지원을 한 센터, 로그램, 사무소, 

원회 등을 구비하고 교수컨설 (teaching consultation)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 하 다. 

Bergquist와 Phillips(1975)는 교수컨설 을 ‘교실 수업을 실제 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이라고 소개하 다. 이후, 1987년 Rosenfield가 Instructional Consultation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본격 으로 수업컨설 이 연구되기 시작했다(이상수, 2009). 

수업컨설 은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술 ·행동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일종의 력 인 문

제해결 과정으로 컨설 을 받는 교수자 심의 상담(consultee-centered consultation)이라고 할 

수 있다(Rosenfield, 2002). 수업의 실제  개선을 목 으로 문가(consultant)가 교수자

(consultee)에게 수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해 성찰해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업에 

한 문성을 신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천호성, 2008a). 과거 교수학습의 문제를 학생들의 문



제로 보고 학생들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과 교실을 리

하는 교사들을 컨설 의 상으로 선정하 다는 것이 수업컨설 의 특징이다. 수업컨설 은 교

사들의 기술, 지식, 자기 확신, 객 성 등과 련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궁극 으로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유도한다.

Hicks(1999)에 따르면, 수업컨설 과 련된 용어나 개념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

해 왔다. 미국은 수업컨설 (instructional consultation)이나 교수컨설 (teaching consultant)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수법 문가인 컨설턴트가 문제를 의뢰한 교수자 교실에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일 일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 해온 반면, 캐나다에서는 동료컨설

(peer consult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해당 분야를 공한 경험이 많은 교수자가 다른 교수

자의 강의를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안내, 는 조언하는 방식으로 력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오스트 일리아나 국의 경우, 비슷한 로그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컨설

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컨설 에 기 한 교수지원 로그램을 미국이나 캐나다만큼 

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업컨설 이라는 용어와 함께 수업장학, 수업분석 등의 용어가 등학교 

수업의 개선이나 지원 활동을 한 의미로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천호성, 2008a; 변 계․김

경 , 2005).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던 수업장학은 수업컨설 과 마찬가지로 교수자의 수업

기술과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그러나 ‘장학’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처럼 체

으로 교수자와 장학사의 계가 수직 이며, 상 으로 권  있는 자에 의한 감독, 교육, 지시

의 의미를 띈다. 수업분석은 말 그 로 수업의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어 이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표 하는 일련의 분석 과정에 을 둔 용어이다. 이와 비교해서 수업컨설 은 

교수자 자신, 동료교사, 외부 문가 등에 의해 수업을 분석하고, 이들의 처방과 조언을 통해 

력 으로 수업을 개선하는 자율 , 수평 인 수업 개선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에는 멘토링이나 코칭의 의미가 강한 수업컨설 이라는 용어를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용

숙(2007)은 수업컨설 을 수업 능력이 이미 검증된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의 수업을 개선하도록 

‘지도’가 아닌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서, 장학에 비해 컨설턴트와 컨설턴티가 더 평등하고 상호

작용 인 계를 유지한다고 제하 다. 한, 실제 수업컨설 은 수업 담당자인 교수자의 요

구가 있을 때 실시되며, 수업 실행 단계는 물론 사 , 사후 단계에 해서까지 논의하고 력하

고 지원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교실 수업에 한 보다 포 인 진단과 처방, 개선을 목 으

로 한다(정용우․양성 , 2008).

학의 경우, 교수학습센터가 각 학에 설립되면서 표 인 교수지원 로그램의 하나로 

수업컨설 이 극 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의분석, 강의촬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는 학의 

수업컨설 은 교수자의 교수학습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해 수업을 비디오로 촬 하고 교



육학 문가가 언어 ·비언어  행동을 분석한 후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 되는 것이 일

반 이다(민혜리, 2008). 축소된 형태의 수업컨설 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티칭

(microteaching)은 4-5명의 학생에게 10분-15분 정도의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비디오로 촬

하고 이를 토 로 교사의 교수 행동을 검하고 불필요한 습 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비교

사나 신임교원들의 훈련에 자주 활용된다. 하지만 교수자가 특정 수업방법에 한 조언이나 교

수학습 문제에 한 문지식을 요청하 을 경우 비디오 촬  없이 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문

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민혜리, 2008).   

요컨 , 수업컨설 은 수업의 질 제고를 목 으로 문가와 교수자가 해당 수업을 분석함으

로써 수업의 문제 을 발견하고, 이에 한 해결책을 모색․ 용해 나가는 상호 력 인 문제해

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컨설 은 일반 으로 교수자가 수업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면, 컨설

턴트가 이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이를 토 로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함께 모색․

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수업컨설 의 방법과 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그림 1> 참조).

1970년  반 메사 세츠 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의 교육학과에서 개

발된 교수컨설  로그램(teaching consultation program)은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로 진행되

었다. 수업에서 문제를 인식한 교수자의 기 연락(initial contact), 교육컨설턴트와 교수자의 

기 인터뷰(initial interview), 교육컨설턴트의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수집된 자료를 기 로 

한 자료 검토  분석(data review and analysis), 교수법 증진을 한 변화 계획 수립과 실행

(planning and implementing), 교수법 개선에 한 평가(evaluation) 등이 그것이다. 자료 수집

으로는 교수자 인터뷰, 교실 찰, 교수자 비디오테이핑, 학생 설문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Kerwin, 1999). 

Erickson & Erickson(1979)는 교수컨설 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설명하 다. 먼 , 이  학기 수업을 

분석(Early-semester analysis of teaching)하는 단계이다. 컨설턴트는 교수자와의 인터뷰, 수업 찰, 비디오

테이핑, 학생설문 등을 통해 해당 수업을 분석한 후, 강 , 개선 , 그리고 개선의 목표 등을 제시한다. 다음

으로 개선 략에 한 꾸 한 컨설 (Continuing consultation on improvement strategies)을 실시하는 단

계이다. 교수자가 개선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는 교수기술과 략 등을 조언하거나 다양한 

수업 활동을 제안하고 실제 찰을 통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학기 수업을 분석

(late-semester analysis of teaching)하는 단계이다. 컨설턴트는 교수자의 교실 수업을 찰하거나, 비디오테



이핑, 학생 설문 등을 통해 다시 자료를 수집한 후 개선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수업의 강 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논의한다.

Hicks(1999)는 수업컨설 의 차를 크게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분하 다. 첫째, 교수자가 

해당 교수컨설  로그램을 인지하고 교실에서 부딪치거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교수방법에서

의 문제를 의뢰하는 단계이다. 둘째, 컨설턴트가 수업에 한 문제를 듣고, 교실에서 추가 인 

자료를 모으는 단계이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토 로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수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인 교수법 자료 등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교실에 방문하여 

교수행 의 변화를 찰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 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  역시 의 연구들과 유사한 단계를 따른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은 수업컨설 의 일반  차를 문제의뢰, 문제확인, 문제진단, 문제해결 등 네 

단계로 구분하 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이은화․ 경석․조용개, 2010 재인용). 첫째, 문

제의뢰 단계는 학생들이 강의에 집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교수자가 생각하는 문제, 즉 요구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방법  차, 도구 등을 의하는 단계이다. 둘째, 문제확인 단계는 수업

찰 을 명료화 하고 수업 찰, 수업 촬 , 면담, 수업자료, 평가지, 학생 작품 등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한 후 수업 련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셋째, 문제진단 단계는 수업의 이나 방

향, 기 요소에 기 하여 강의  강의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업 련 문제에 한 구체 인 진

단을 내리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단계는 수업 개선을 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거

나 수업의 질 향상을 한 맞춤형 로그램을 처방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단계이다. 추가 으로 

컨설턴트는 수업의 개선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이은화․ 경석․조용개, 2010). 

<그림 1> 연구자에 따른 수업컨설 의 차  



이처럼, 수업컨설 의 반 인 과정은 교수자가 먼  수업에 한 문제를 인지하고 수업컨

설 을 의뢰하면, 자기보고 자료나 면담 등을 통해 수업의 문제 을 확인하고, 수업 찰이나 학

생설문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수자의 수행수 을 진단하고, 이를 토 로 한 개선방

안을 제안하는 일련의 문제해결지원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실 으로 우리나라 학의 수업컨

설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상 으로 일회 인 컨설 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rickson & Erickson(1979)이나 Hick(1999)가 제안한 것처럼 문제의 개선 정도를 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효과 인 수업컨설 이 되기 해서는 컨설  결과가 실제 수업에 어떻

게 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업컨설 이 실제 교수법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객 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일 일로 이루어지는 수업컨설 의 경우, 참여한 개별 교수자들이 처한 문제와 각 학  

공에 따른 교수학습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과를 기 차원에서 수집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Hick, 1999). 이에 여러 학자들은 컨설턴트가 다시 해당 교실을 방문하여 수업의 개선정

도를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Kerwin, 1999; Erickson & Erickson, 1979; Hick, 1999). 

교수컨설 은 참여자의 자발성에 기 했을 때 가장 효과 이다(Kathleen, 1993; Rosenfield, 

1995; Hick, 1999). 그 지 않을 경우 수업컨설  자체가 교수들의 학문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웨스턴오스트 일리아 학(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에서 

84%의 교수들이 스스로 상  25% 안에 드는 교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정

인 자아개념을 가진 교수자들이 스스로 컨설턴트를 찾으리라 기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한 

이들 사이에 동료 컨설 을 실시하도록 했을 때는 오히려 잘못된 교수법을 강화하는 바람직하

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Hick, 1999). 

교수자들이 수업과 련된 문제에 직면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 문제가 복합 으로 얽 있는 경우도 있다(Fink, 1997). 즉, 개인  

차원에서 실제 교수 기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든가 교과목 설계에서 특정 결정들을 내려야 

할 경우는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하나인 경우이다. 그러나 부분 복합 인 문제들이 함께 맞물

려 있는 경우가 많다. 컨  교수자가 잘 알지 못하는 교수법을 활용하여 수업설계를 하고자 

할 경우, 교수자는 해당 교수법을 배우거나 교수설계 방법 자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는 교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태도를 반 하지 않고 교수 략을 선택하 을 경우, 자신의 교수

철학을 재 검해보거나 교수철학을 바꾸거나 다른 교수 략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

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보다 심도 깊은 수업컨설 이 요구된다.



수업컨설 은 컨설턴트와 컨설턴티가 일 일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이지만 

Cox(1999)는 일 일 수업컨설 과 동료컨설 (peer consultation)을 함께 하는 것이 보다 이상

인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단순한 문제에 한 해결이나 문 인 교수법 개발은 일 일 수업컨

설 이 보다 효과 이지만, 복잡하거나 진 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문제들은 교수들 간의 학습 

공동체를 통한 동료컨설 이 효과 이라는 것이다. 동료컨설 의 자연스러운 방법은 교수들이 

서로의 수업에 한 문제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수들의 학습 공동체(faculty 

learning community)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체계 으로 교수법의 증진을 유도하는 것이다. 

수업컨설 의 효과를 객 으로 분석하기 해 활용되는 가장 일반 인 방법은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 평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래 ‘강의평가’는 강의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를 

교수자에게 다시 피드백해주는 가장 표 인 방법으로(김명화, 2005; 백순근, 2006; 한신일․김혜

정․이정연, 2005), 강의의 질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기 한 정보제공을 목 으

로 자주 활용된다(신효정, 2007). 몇몇 학자들은 강의평가를 비교함으로써 수업컨설 의 효과를 증

명하고자 시도하 다. Erickson & Erickson(1979)는 수업컨설 을 실시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수업컨설 을 받지 않은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변화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수업컨설 을 실시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강의만족

도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iccinin(1999)는 교수컨설 을 받은 91명의 교수자를 교수자가 가진 문제에 해서 상담만 한 집

단(집단1), 문제에 한 상담과 교실 찰을 통한 수업컨설 을 함께 한 집단(집단2), 문제에 한 

상담, 교실 찰을 통한 수업컨설 ,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 자료를 모두 제공한 집단(집단3)으로 

나 고,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하 다. 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수

업컨설 의 결과가 1년에서 3년까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집

단 2와 집단 3의 경우 컨설  후 학생들의 만족도가 확연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 수 에서 보다 체계 이고 문 으로 수업을 신하기 해 다수의 교수 컨설턴

트가 해당 학교의 교수자들과 함께 을 이루어 학교차원에서, 는 교실차원에서의 문제를 해

결하는 수업컨설  (Instructional Consultation Team)이 도입되고 있다(Gravois, Gickling & 

Rosenfield, 2007; McKenna, Rosenfield & Gravois, 2009). 이러한 수업컨설  은 교수자가 수

업에서 직면하는 문제나 교수기법에 한 컨설 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할 목

에서 교수자와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목표를 재정립하고, 교수설계를 통해 새롭게 수업

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포  형태의 수업컨설 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수업컨설 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 상, 형태, 시기  평가에 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 로 우리나라의 수업컨설  기법 역시 보다 정

교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Ⅲ. 

본 연구는 2009년 A 학의 수업컨설  사례를 토 로 수업컨설 의 차와 교수들의 참여 

동기, 수업개선의 효과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 학의 

수업컨설  과정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들이 철 하게 분석되

었다. 

A 학 수업컨설 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타 학과 다르게 한 학기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Cox(1999)가 가장 이상 인 방법이라고 지 한 바 로, 교육학 문가에 의한 일 일 컨설 과 

동료컨설 이 함께 융합된 형태이다. 즉, 학기 시작 에 수업을 운 하면서 문제를 느끼거나 

개선 이 있다고 단된 교수들로부터 수업컨설  참여 신청을 받고, 해당 수업에 한 일 일 

컨설 을 실시함과 동시에 신청한 교수들을 하나의 학습 커뮤니티로 구성하여 매 달 교수법에 

해서 자유스럽게 논의하도록 하는 간담회 형식의 동료컨설 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업컨설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동료컨설 과 함께 진행된 그룹 인터뷰, 해당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토 로 이루어졌다. 

연구 상은 크게 2009년 A 학 수업컨설 에 참여한 총 15명의 교수와 해당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강의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581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졌다(<표 1> 참조). 

수업컨설 에 자발 으로 참여한 총 15명의 교수들은 A 학에서 10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정교수가 8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 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부교수가 3명, 5년 이하의 

조교수가 3명, 임강사가 1명이었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어학계열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과학

계열이 4명, 생활과학계열이 3명, 공학계열이 2명, 인문계열이 1명으로 비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한, 이들 교수들이 수업컨설 을 받은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을 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강의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 강의만족도 조사에는 총 57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

으며, 2차 강의만족도 조사에는 총 49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 다.



<표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도구는 크게 수업컨설  과정에서 자료 산출을 해 작성된 도구들, 

그룹 인터뷰 도구,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조사 도구 등이 있다. 

1) 수업컨설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수업컨설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들은 참여 교수들의 수업에서 직면한 문제와 평소의 수업방법

을 악하기 한 ‘수업컨설  신청서’와 ‘촬   설문지’, 수업 찰, 비디오 촬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 로 작성된 ‘수업컨설  보고서’, 그리고 수업컨설  과정에 한 

소감과 효과 등에 해 참여 교수이 작성한 ‘성찰보고서’ 등이 있다. 

‘수업컨설  신청서’는 신청동기, 수업에서 느끼는 문제, 이번 학기 강의 개선의 주안  등을 

고 수업계획서를 첨부한다. 강의촬 을 실시하기 에 제출하는 ‘촬   설문지’ 양식은 2004년부

터 A 학에서 수업컨설 을 할 때 활용되어 오던 것으로, 2009년 조벽(2002)의 촬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되었으며, 해당 강좌의 교수목표, 해당 강좌의 문제 , 강의 비도, 학생과의 상호작용 

방법, 학생의 학습태도에 한 견해, 강의촬  당일 수업의 목표  난  등 객 식 6문항과 주 식 

4문항 등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업컨설  보고서’는 해당 교수의 강의 찰 자료, 강의 



촬  비디오, 수강생들의 강의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컨설턴트가 작성하 다. 해당 강좌의 

특성, 교수자가 느끼는 강의의 문제, 컨설턴트가 분석한 장단 , 향후 개선 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벽(2002)의 강의 찰  분석에 한 여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 다. 체 수업컨설

을 마친 후, 참여 교수들이 작성하는 ‘성찰보고서’는 교수자의 교육 , 해당 강좌 소개, 강의촬  

 컨설  결과, 습득된 노하우  소감, 수업컨설  로그램에 한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2) 그룹 인터뷰 도구

수업컨설  과정에 따라 총 3회의 그룹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와 함께 진행된 그룹 인터뷰

에서는 수업컨설  차에서 교수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3-4개의 개방형 인터뷰 문항( . 

수업에서 주로 부딪치는 문제는 무엇인가?, 직  자신의 강의를 비디오를 통해 본 소감은 어떠한가?, 

향후 수업개선의 방향은 무엇인가? 등)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일 일 수업컨설 이 이루어지기 인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수자들의 수업컨설  신청 동기, 강의 시 부딪치는 문제  등에 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인터뷰는 일 일 수업컨설 이 이루어진 후 1~2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일 일 수업컨설

을 하고 난 후 소감, 컨설  결과의 실행 여부  계획에 한 문항으로 이루었다. 세 번째 

인터뷰는 일 일 수업컨설 을 하고 난 후 약 4-6주 후, 수강생들을 상으로 한 2차 강의만족도 

조사 후 1~2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수업컨설  결과의 반  여부, 학생들의 변화 정도에 한 

문항으로 이루었다. 

3) 강의만족도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학생 만족도 조사 도구는 2004년부터 A 학에서 수업컨설 을 할 때 

활용되어 오던 것으로, 2009년 조벽(2002)의 수강생 설문지와 A 학 강의평가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되었다. 그 결과, 1차 강의만족도 조사 문항은 총 23문항으로 18개의 객 식 문항과 5개의 

주 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차 강의만족도 조사 문항은 총 15문항으로 11개의 객 식 문항과 

4개의 주 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차·2차 강의만족도 조사에는 강의평가와 한 1)내용 달의 

효과성, 2) 교수방법의 성, 3) 극  참여 유도, 4) 교수자 열정, 5) 답변의 성실성, 6) 피드백, 

7) 평가의 공정성, 8) 극  수업 참여, 9) 추천여부 등 총 9문항이 공통 으로 포함되었다(<표 

2> 참조). 완성된 설문지는 교육학 박사 2인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표 2> 1차․2차 강의만족도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A 학의 수업컨설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참여 교수에 의해 작성된 

수업컨설  신청서, 촬   설문지, 성찰보고서  컨설턴트에 의해 작성된 수업컨설  보고서 

등 수업컨설  산출 자료, 3차례의 그룹인터뷰, 수강생 강의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두 학기에 

걸쳐 반복 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질 연구기법과 양 연구기법이 함께 용되었다. 참여교수들이 작성

한 수업컨설  신청서, 촬   설문지, 성찰보고서와 컨설턴트에 의해 작성된 수업컨설  보고서, 

그리고 3차례에 걸친 그룹 인터뷰자료 등의 질 자료들이 개방형 코딩을 통해 분석되었다. 반복

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고 자료를 체계화한 후, 교수들의 

수업컨설  참여 동기와 수업에서 직면하는 문제, 수업컨설 에서 지 된 개선 과 효과 등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심으로 분류하 다. 한, 참여교수들이 직  작성한 자료, 컨설턴트의 수업컨

설  보고서, 그리고 동료컨설  과정에서 산출된 그룹인터뷰 자료 등 서로 출처가 다른 세 가지 

자료를 각각 귀납 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상호확인하고 보충하 다. 

1차·2차 학생 강의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양  자료는 SPSS 17.0을 통해 분석되었다. 기술분석과 

빈도분석을 통해 기본 인 설문결과를 악한 후, 수업컨설 이 학생의 강의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기 해 T검증을 통해 1차  2차 학생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같은 문항인 9문항을 비교하

다. 



Ⅳ. 

일반 으로 컨설턴트와 컨설턴티의 일회 인 수업컨설 으로 끝나는 타 학의 수업컨설 과 

다르게 A 학의 수업컨설 은 한 학기 과정으로 진행된다. 간고사가 실시되는 8주차 이 에는 

주로 일 일 수업컨설 이 이루어지며, 간고사 이후 8주차 동안은 주로 동료 컨설 이 이루어진

다(Cox, 1999). A 학 수업컨설  차를 신청, 일 일 수업컨설 , 동료컨설  단계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로그램의 신청 단계이다. 교수자가 수업컨설 을 처음 의뢰하는 단계로 강의에 한 

문제 을 교수자와 컨설턴트가 공유하고, 이를 분석하기 한 방법, 차, 도구 등을 의하는 

것이 주된 목 이다. A 학의 경우, 학기 시작 1-2주 에 강의 과정에서 특정 문제를 느끼거나 

이제까지의 강의스타일을 검하고 싶은 교수들을 상으로 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교수들은 수업계획서가 포함된 ‘수업컨설  신청서’를 제출한다. 학기 시작 1-2주 정도에 

교수자들에게 체 로그램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악하기 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수들 간에 수업컨설 에 참여하

게 된 동기와 강의운 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을 공유하며, 컨설턴트와 함께 향후 수업컨설 의 

방법· 차·도구 등을 합의한다.

둘째, 일 일 수업컨설  단계이다. 문 컨설턴트가 교수자와 의하여 수업컨설 을 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를 분석한 후, 그에 한 진단  처방을 내리는 것이 주된 목 이다. 일반 으

로 일 일 수업컨설 은 한 차시 수업에 한 집  분석을 토 로 이루어진다. 교수자는 집  

분석할 수업을 선정하고, 컨설턴트에게 해당 차시의 수업과 평소 교수 , 강의문제 등이 힌 

‘촬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컨설턴트는 이를 통해 교수자가 생각하는 수업문제를 

미리 악하고 해당 차시 수업을 참 ․기록하고 녹화한다. 한,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상으로 해당 차시  평소 강의운 에 한 1차 강의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즉, 교수자, 컨설턴

트, 수강생의 시각에서 한 차시 수업에 한 여러 자료가 수집되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토 로 

컨설턴트는 해당 강좌에 한 문제 을 진단하고, 이를 분석한 수업컨설  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업컨설  보고서의 형식은 강의 찰기록, 공간 리분석, 시간 리분석, 1차 학생 강의만족도조

사 결과, 체 인 총평과 수업개선을 한 조언  참고자료 등이 포함된다(조벽, 2002). 문제진단 

 분석이 끝나면, 수업을 진행한 교수자를 만나 녹화된 강의촬  비디오를 보면서 컨설턴트가 

악한 문제와 평소 수업 진행에서 교수자가 느끼는 어려움 등을 상담한 후, 수업개선을 한 

방향을 논의한다. 컨설턴트와 교수자와의 컨설 은 일 일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셋째, 동료컨설  단계이다. 동료컨설 은 오랜 기간의 강의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학의 

학생들의 특성에 익숙한 교수자들 간에 서로의 교수법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컨설턴트에 의해서 제안되었던 수업개선안이 어느 정도 실제 수업에 반 되고 있는가에 

해서 검하고 해당 결과를 논의하거나  다른 안을 찾았다. 일 일 수업컨설 이 이루어진 

후 1-2주 뒤에 실시된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수업컨설 을 받은 교수들이 모여 소감과 향후 수업개

선을 한 구체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수업컨설 에서 제안된 개선 들 

에서 어떤 것을 수업에 용하면 좋은가에 한 논의들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진다. 수업컨설 을 

실시한 뒤 약 4~6주 후, 즉 수업개선안이 일정부분 수업에 반 된 후에 수강생들을 상으로 

2차 강의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해당 수업의 개선 결과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와 2차 강의만족도 조사결과가 해당 교수들에게 달된 후 동료컨설  형태의 두 

번째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때에는 수업컨설  결과를 수업에 반 해 본 소감과 이에 한 학생들의 

반응에 해 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 추가 인 수업 문제에 한 자유스러운 논의가 이루어진

다. 마지막으로 해당 학기를 마치면서 교수자 스스로 자신의 교육 을 되돌아보고, 수업컨설  

결과와 소감을 정리해 보는 최종발표회를 실시하고, 성찰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A 학의 수업컨설 은 일 일 수업컨설 과 동료컨설 이 균형을 맞춰 구성된 사례이

다. 일 일 컨설 에서 문 컨설턴트에 의해 교육학 이론에 기반한 문 인 컨설 이 이루어진다

면, 동료컨설 에서는 오랜 기간 해당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교수들간의 교수법 노하우가 공유되

면서 보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수법의 용이 가능해진다. 한 동료컨설 은 컨설턴트가 제안한 

개선안에 한 다른 교수들의 생각과 용 경험 등이 덧붙여지면서, 교수법 개선안을 보다 구체화하

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업문제에 해 진지하게 논의하

는 과정에서 교수들 간에 상호자극을 주고받음으로써 보다 극 으로 교수법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수들이 수업컨설 에 참여하는 이유는 크게 직 으로 수업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한 경우와 

오랜 시간 반복된 강의를 반 으로 검하고 싶은 경우로 나  수 있다. 특히 상당수 교수들은 

높아지지 않는 강의평가 수 때문에 수업컨설 에 참가하 다. 

촬   설문지와 1차 그룹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총 15명의 참여 교수들  8명이 강의에서 

직 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반면, 6명이 문제는 없으며, 1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 다.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교수들은 주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의 문제, 학생들의 

동기와 집 력의 유지, 강의평가 수의 증진, 강의 스타일의 교정, 형강의·신설강의·개론강의 



등 특정 형태의 강좌에서 효과 인 교수법 개발 등과 같은 어려움을 진술하 다. 교수들이 제시한 

어려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의 극 인 참여 유도

• 학생들과의 소통의 어려움

• 토론의 활성화 방안

• 수강을 도 포기하는 학생들의 동기 유지

• 학생들의 집 력 유지

• 온라인 게시 의 효과  활용

• 강의평가 수의 증진

• 강의 스타일(어투, 태도, 행동 등)의 교정

• 신설된 강의의 체계  검과 정착

• 형 강의에서의 효과 인 내용 달  이해도 악

• 달 내용이 많은 개론 강의에서 효과 인 지식 달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교수들의 경우, 부분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로 평소에 강의를 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말하 다. 하지만 

수업컨설 을 의뢰한 강좌를 오랫동안 반복 으로 개설해 온 경우가 많았고, 이런 강좌의 교수법이 

한지 문가의 객  검을 받거나, 해당 강좌에 한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집하기 

해 수업컨설 을 신청하 다. 이러한 경우, 수업컨설 에 해 다른 교수로부터 소개나 추천을 

받아서 참여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일 일 수업컨설  결과, 참여 교수자들에게 진단되는 문제는 교수자가 생각한 수업컨설  

참여 동기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교수활동에 한 근본 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 교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교수법 상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래 반복되어서 자연스러워진 행동이나 인식들이 문제로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즉, 평소 수업에서 

직면한 문제를 어느 정도 비 으로 인식하는가, 교수자가 과거 경험했던 교수학습방식이 어떠했는

가, 교수자의 개인  성향이 어느 정도 개방 인가 등에 따라 교수자의 문제 인식에 명확한 차이가 

드러났다. 

교수자들에게 주로 제시된 처방은 교수학습의 의미에 한 성찰, 강의구조화 방법, 수업 안 에서 



학습자 활동의 구조화, 다양한 상호작용의 의미와 방법, 학습 리시스템의 사용방법, 비디오를 

통해 지 된 불필요한 행동에 한 교정, 학생들의 인지과정에 한 이해 등이었으며, 필요한 

경우 한 교수방법에 해서 제안하 다. 교수자와 컨설턴트가 문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교수 자료의 제공, 교수와 학습의 메커니즘에 한 설명, 새로운 교수법에 한 제안 

등 가장 효과 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자가 수업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문제가 교수학습을 증진시키는데 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요하 으며, 그 이후 교수자의 반응에 따라 기 인 정보제공에서 신규 교수법 제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처방을 제시하 다. 수업컨설  보고서와 2차 그룹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교수법 상의 문제들과 그에 한 처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수의 교수들은 수업을 구성할 때 학생이 어떤 학습활동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교수자가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 으로 달할 것인가에만 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업을 열심히 비하지만, 강의평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교수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 다. 

이러한 교수들의 경우, 인식의 기 에는 좋은 강의란 교과내용을 충분히 잘 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으며, 지식을 어떻게 구조화해서 달할 것인가,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기 해 

어떻게 설명하며, 어떤 사례를 들고, 어떻게 유사 개념과 비교․ 조할 것인가, 는 어떤 시각자료

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이 주된 심사 다. 한, 부분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가 기 만큼 높지 않거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거나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집 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강의평가 수를 증진시키고 싶다는 명목에서 수업컨설 에 참여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 는 정말 열심히 수업해요. 자료 비하고, 워포인트 만들고, 열심히 설명하고... 그런데 

간고사를 보면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 요(I 교수).

• 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듯한 수업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른 안을 아직 못 찾겠습니다(G 교수).

이와 같은 경우, 컨설턴트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업 안 에서의 활동을 모두 고려해서 강의를 

구성해야 함을 강조하 다. 수업은 교수와 학습이 함께 조화될 때 가장 효과 이며, 만약 수업시간

에 다룰 내용이 많아서 특정 활동들을 하기 어려우면,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이 자율 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도록 유도하 다. 컨  학습자가 교수자의 강의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도 있도록 하는 습-복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둘째, 상당수의 교수들은 수업의 도입이나 마무리 등을 조직 으로 구조화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Gagne(1964)의 수업사태에 따르면, 학습자의 효과 인 정보처리를 해 강의 반에 ‘주의

획득’, ‘학습목표제시’, ‘선수지식회상’ 등의 활동이 요하며, 강의 후반에는 ‘수행평가’를 하고, 

‘ 이와 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교수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학습의 주제를 간단히 

언 한 후, 강의내용을 달하는데 바빴다. 즉, 강의를 조직화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필요한 학습내

용을 쉴 틈 없이 바쁘게 달하는 것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 다. 이러한 수업방식에 익숙한 

교수들은 해당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며, 학습 내용이 많은 개론 강의나 

내용 달 주의 강의식 수업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다.

  

• 수업시간에 쫓겨 학생들 출석을 부르고 나서 진도 나가기에 바빴어요(F 교수).

• 제 수업은 가래떡을 뚝뚝 잘라내는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출석 부르고 강의를 시작해서 종치면 

강의를 끝나는 거 죠(A 교수).

이러한 경우, 컨설턴트는 해당 교수에게 학습자의 정보처리과정을 설명하고, 강의의 구조화와 

조직화가 지식의 이해와 기억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 다. 한 구체 으로 강의 도입과 

마무리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간, 그리고 성인의 집 력에 근거한 강의시간의 분배에 

해서 알려주고 이를 고려하여 수업의 시간이나 구조를 재조직할 것을 제안하 다.

셋째, 상당수의 교수들은 학의 강의평가 문항에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상호작용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업에 어떻게 용해야 하는가에 해서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상호작용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일 일 상호작용에 국한하여 생각하기도 하 으며, 

‘질의응답’, ‘학생 발표’, ‘토론’ 등으로 단순화하기도 하 다. 특히 80명 이상의 형 강의를 하는 

교수들은 수업에서 상호작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부 교수들은 이제까지의 

교수경험에 비추어 학생 발표식의 상호작용 수업은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 다. 

  

• 상호작용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때때로 학생들이 교수의 의도를 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답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학생은 교수가 바로잡아줘서 도움이 다고 하는데, 

그 학생의 발표를 들은 다른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J 교수).

• 강의 규모가 커져서 70-80명이 되면 1: 1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룹 지어서 

그룹 단 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특성상 그룹 끼리 나  수 있는 주제나 이슈가 

당할 때가 아니면 규모 강의에서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니다(E 교수).

이러한 경우, 컨설턴트는 교수-학습의 확인·교정·심화와 동기유발을 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의 

교육학  요성을 설명하고,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학습자-내용 등 다양한 상호작용의 



유형이 있음을 제시하 다. 한, 교수자가 의도하는 상호작용의 목표에 따라 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 상호작용에 해 부정 이거나 이를 어려워하는 교수자들은 부분 수업이

나 학습에서 상호작용을 유도했을 때, 교수자의 시간과 노력이 상당부분 할애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에 교수자의 시간과 노력을 게 할애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하나로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 간의 극 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을 

제안하 다. 최근 들어 온라인 게시 의 활용이 학교 정책 으로 권장됨으로써 많은 교수들이 

이에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게시 을 활용한 교수방법들을 구체 으로 설명하거나, 

학교 학습 리시스템의 기능을 알려주었다.

넷째, 특정 교수법을 수업에 도입할 경우, 그 차를 정확하게 용하지 않아서 학습 결과가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업컨설 에 참여한 교수들의 주된 교수기법은 ‘강의법’이었

으나, 일부 교수들은 토론, 로젝트 학습, 문답법, 발표 등 다양한 교수법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컨  조별 토론을 유도할 경우, 토론의 주제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조별 토론 학생들을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원활한 상호작용을 방해하거나, 토론 시간을 

무 짧게 하여 충분한 생각을 논의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와 같이 해당 교수법을 히 용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기도 하 다. 는 발표 수업의 경우, 학생 발표 후 동일한 수업을 다시 개하거나, 

학생 발표 도  교수자의 개입이 무 잦아 학생들이 비한 내용을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학생들의 토론을 평가에 반 하겠다고 했는데, 기회를 다  수 있는가 고민입니다. 80명 

부에게 다 기회를 주는 것도 쉽지 않고, 극 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매 시간 열심히 

참여하는데 그 학생들을 제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야기를 무 길게 하는데 

간에 말을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L 교수).

• 학기 말에 발표가 몰리다보니 1  당 10분이상은 주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하게 

발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M 교수).

이러한 경우, 컨설턴트는 해당 교수자가 활용하고 있는 교수법이 무엇인지에 해서 정의하고, 

해당 교수법이 제 로 용되기 해 필요한 요건, 용 차, 유의  등에 해서 자세히 설명하

다. 부분의 교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교수법의 이론  의미와 정확한 차들을 경험을 통해 

습득하고 이를 반복 으로 용하면서 개선해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한 교육학 인 

설명에 해서 정 으로 평가하 다.

다섯째, 강의를 촬 한 비디오자료를 보면서 상당수 교수자들은 자신의 언어  습 , 말투, 

시선처리, 불필요한 행동 등에 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 다. 비디오촬 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습 들을 객  시선으로 보여 다. 컨 , 권  어투, 여유가 없는 빠른 말, 

의미 없이 습 으로 반복되는 어휘, 불안정하거나 한쪽으로 집 된 시선처리, 긴장된 표정, 기울

어진 자세 등 행동문제들은 처음 비디오 자료를 보는 교수자에게 상당히 인상 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컨설턴트의 지  없이도 상 으로 쉽게 문제를 악하고 이를 교정하고자 하 다.

• 제가 비디오를 보았을 때 말이 유창하기는 하나 목소리의 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 단조롭고 

강약이 없었어요(C 교수).

• 강의촬 을 보니 제가 수업시간에 무 책만 보고 가르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환경상 책에 있는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게 많다보니 학생들을 보고 을 마주치는 시간이 

무 짧다는 것을 느 습니다(E 교수).

이 외에도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의 진행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나, 수업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거나, 과제  시험에 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생들의 수 을 

정확하게 악하지 못하는 것 등이 수업문제로 진단되었다. 

1) 학생 강의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수업컨설 이 학생 강의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1차·2차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공통 으로 활용되었던 1) 내용 달의 효과성, 2) 교수방법의 성, 3) 극  참여 유도, 4) 

교수자 열정, 5) 답변의 성실성, 6) 피드백, 7) 평가의 공정성, 8) 극  수업 참여, 9) 추천여부 

등 총 9문항에 한 만족도를 T검증을 통해 비교하 다(<표 3> 참조).

그 결과, 총 15명의 참여 교수자  A와 B 교수를 제외한 13명의 교수자의 강의만족도 결과 

 일부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2명의 교수자들은 일부 강의 평가 문항에서 학생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5명의 교수자들은 일부 문항에서 학생 만족도가 하락하 다. 강의만족도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 총 13명 교수자들  11명은 상승한 문항이 하락한 문항에 비해 많은데 

비해서, 2명은 하락한 문항이 상승한 문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인터뷰 결과,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결과가 하락한 원인은 수업컨설  결과에 따라 학기 간에 성 하게 교수법을 변화하

여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수업컨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 로 수업을 진행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1차․2차 강의만족도 결과 차이가 나타난 항목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수업참여도 문항(‘나는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과 참여유

도 문항(‘교수님은 학생들이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신다’)의 만족도 상승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

났다. 즉, 수업컨설  참여를 통해 교수자들이 보다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강의만족도가 하락한 문항은 교수자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 P<0.05, **p<0.01           

*** 진한색으로 표시한 항목은 2차 강의만족도가 낮아진 항목

결과 으로, 부분의 교수자들은 수업컨설  이후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하 으

며, 그 에서도 상 으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높이는데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교수자가 해당 문제 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게 노력하 을 때, 학생의 

강의만족도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2) 교수법 개선 효과

수업컨설 의 효과는 객 으로 검증되기가 쉽지 않다(Hick, 1999). 본 연구의 경우 그룹인

터뷰를 통해 일 일 수업컨설 에서 지 된 사항이 어느 정도 실제 수업에 용되었는가를 확

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체 으로 행동교정, 도입과 마무리 부분의 강의 구조화, 온라인 게시

을 통한 상호작용 진 등과 같이 수업의 큰 틀을 변화시키지 않고 상 으로 교수자의 은 

노력이 소요되는 개선안의 경우에는 쉽게 수업에 반 되었다. 

•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맞춤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을 더 많이 바라보려고 노력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I 교수).

• 강의시간에 학습목표나 마무리가 없었는데 강의 시작할 때 오늘 배울 것은 무엇이다,  

끝날 때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L 교수).

• 온라인의 토론방  발표공간을 극 활용해보니 학생들끼리 발표 자료도 공유할 수 있고 

제 코멘트도 사이버로 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B 교수).

• 강의 간 간 질문을 할 때 기다리기가 답답하여 답을 제가 했었는데 학생들에게 말 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려고 노력하 습니다(J 교수).

• 실습할 때 조를 구성하고 조장을 뽑은 다음에 실습시간에 느끼는 그 어려움은 좀 어든 

것 같습니다. … 효율 으로 운 되고 제가 수업을 운 하는데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G 

교수).

한, 수업컨설  결과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해 교수자가 스스로 교수 략을 개발하여 

용한 경우도 나타났다. 해당 교과의 문가이자 오랜 기간의 교수경험을 가진 교수자들은 인

식한 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 고, 그 결과 

자신에게 맞는 좋은 교수 략을 개발하기도 하 다.

• 수업시간에 한 문장을 들려주고 희망자는 앞에 나와서 써보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안 나올 

 알았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 보다 수업참여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E 교수). 

• 수업을 다른 학기보다 더 어렵게 진행하며 장치를 만들었던 것이 하나의 목표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설정하고, 그것에 해 10분정도씩 집 으로 비슷한 그림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내서 

집 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학생들에게 좋은 향을 끼치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N 교수).



수업 개선의 유무와 상 없이, 수업컨설 을 통해 교수자들은 ‘가르치는 것’에 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교수자의 강의 개선의 태도가 학생들에게 정 으로 받아들여졌

다고 지 하 다. 한, 강의평가 때보다 솔직한 학생들의 수업에 한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답변하 다.

 

• 효과가 얼마나 구체 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스킬이나 테크니컬한 것보다 아주 

기본 인 자세가 더 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른 수업에서도 학생들을 체 으로 

둘러보고 심을 갖고 강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D 교수).

• 다양한 교수법에 해 고민하며 스스로 교육방법에 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F 교수).

•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일반 강의평가보다 학생들이 코멘트를 더 자세하게 하 고, 다양한 

종류의 반응과 요구사항을 볼 수 있어서 차후 수업을 구성하는데 매우 유익하 습니다(E 

교수).

  

그러나, 체 강의를 변화시키거나, 추가 인 수업 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의 강의개선

이 쉽지 않았다. 한, 개선안에 한 확신이 들지 않거나, 개선안 자체를 잘못 용한 경우 등도 

강의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 다.

• 실제 이번학기에는 지 된 내용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수업이 짜여져 학기 반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학기 지 된 내용들은 다음 학기에 용해 볼까 합니다(M 

교수).

• 토론 활성화를 해 추진했던 방안들이 일부 한계를 드러냈다는 도 만족도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꼭 좋은 교수법이라고 해서 어느 수업에나 용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L 

교수).

결과 으로, 교수자가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인식하 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자 비교  

극 으로 노력하 으며, 일련의 수업컨설  과정은 교수자에게 교수-학습에 해서 깊이 있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 다고 볼 수 있다.

  



Ⅴ. 

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 학에서 좋은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

업컨설 은 해당 수업을 면 하게 분석하여 교수자에게 해당 강좌의 문제 을 진단하고, 개선

을 제시해 으로써 궁극 으로 교수자의 교수력을 향상시키는 효과 인 로그램이다. 그러나, 

많은 학에서 수업컨설 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차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것은 고등학교의 수업장학에 비해 학에서 수업컨설 의 역사가 길지 않을 뿐만 아

니라 교수학습센터에 수업컨설  문가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

는 A 학의 수업컨설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들과 그룹 인터뷰를 토 로 수업컨설 의 차, 

교수자들의 참여 동기  주된 수업에서의 문제 , 개선방향, 그리고 교수법에 미치는 효과 등을 

밝힌 일종의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새롭게 수업컨설 을 도입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학이

나 컨설턴트에게 본 연구는 해당 학의 수업컨설  체제를 구축하는데 시사 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에서 수업컨설 을 진행할 때 구를 상으로 할 것인가는 여 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학에서는 수업컨설 을 승진이나 신규임용자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참

여자의 자발성에 기 하지 않은 수업컨설 은 교수자들에게 학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느

껴질 수 있으며, 의도한 효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Hick, 1999).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교수자로 하여  수업컨설 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는 수업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인 경우

가 많은 반면, 컨설턴트가 진단한 문제는 교육에 한 근본 인 이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는 사실은 수업컨설  참여를 어느 정도 교수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즉, 교수자가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 을 경우 수업컨설 에 자발 으

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 수업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학

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혼자서 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다. 특히 교수(teaching) 외의 연구 성과 등 다른 부담이 가 되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자발  수

업컨설  참여를 기 하기는 더욱 어렵다. A 학의 경우 수업컨설 에 참여한 교수들을 살펴

보면, 상 으로 승진이나 연구성과 부담이 은 강의 경력 10년 이상의 정교수들이 15명  

8명으로 두드러졌고, 참여 교수  반에 가까운 7명이 체 으로 강의에 큰 곤란을 느끼지 

않는다고 진술하 다. 그러나, 실제 수업컨설  결과 이들 역시 수업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교수들과 비슷한 문제 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많은 교수들이 수업에서의 문제를 가볍게 생

각하고 넘기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강의에 해서 진단을 받거나 성찰해볼 기회

가 많지 않음을 보여 다. 

실제 직업으로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교수들이 교사로서 자신을 실제보다 정 으



로 악한다는 선행 연구결과(Hick, 1999)는 교수자들이 자발 으로 수업컨설 에 참여하는 것

이 실 으로 어려움을 증명한다. 강의평가 외에 학 교수의 강의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강의평가 수가 매우 낮거나 가르치는 일이 두렵지 않은 한, 교수자

들은 교수 략이나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해 그리 노력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상호작용이나 

피드백과 같은 강의평가에 반 되는 일부 문항에 해서 교수자가 수를 받기 포기하거나, 강

의평가 자체에 해서 크게 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는 해당 과목의 강의경력이 오랜 

경우, 교수자들은 더욱 자신의 교수방법에 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게 되며, 수업의 문제 에 

해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교수자에 의해서 인

식될 수도 있고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육의 질 향상을 해서는 여러 교수들이 

수업컨설 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유인책을 학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업컨설 에서 논란이 되는 것  하나는 그 효과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실

제 교육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수업컨설 의 효과는 학생들의 강

의만족도 변화(Erickson & Erickson, 1979; Piccinin, 1999)로 소극 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보다 명확한 방법은 컨설턴트가 해당 수업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수자와 개선방향

을 탐색함으로써 실제 인 수업개선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해 수업컨설  로그램을 

일회 인 수업컨설 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인 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교수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자신이 가르쳐온 수업 방식이나 습 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A 학의 경우, 동료컨설  과정에서 일 일 수업컨설 의 소감

은 물론 교수자의 교수법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수자들의 수업개선을 독려하

다. 그러나 여 히 교수자의 노력이나 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행동교정이나 강의구조화, 온

라인 게시 의 활동 등은 교수자의 의지에 의해 쉽게 수업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수업의 구조를 

면 으로 개편해야 하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 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수업 개선

이 쉽지 않았다. 한, 무리하거나 성 한 강의변경은 오히려 학생들의 강의만족도는 낮추는 결

과를 래하기도 하 다. 따라서 수업의 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업의 설계 과정부터 교육

학 문가와 정기 으로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수업컨설  후에도 

컨설턴트가 수업개선을 꾸 히 모니터링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수업컨설 을 통한 교수법

의 개선은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일 일 컨설 을 포함하여 장기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업컨설 은 의례 으로 문가와 교수자가 만나서 일 일로 수업문제를 상

담하는 일 일 수업컨설 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 일 수업컨설  못지않게 동료컨설 이 주는 

장 들이 있다. A 학의 경우, 한 학기의 반부에는 일 일 컨설 이 이루어졌고, 후반부에는 

컨설턴트와 본 로그램에 참여한 여러 교수들이 함께 동료컨설 을 실시하 다. 교수자들은 동

료컨설 을 통해 교수개선의 상당한 자극을 받았으며, 자신의 교수방법에 해서 진지하게 성찰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 다. 여러 가지 수업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의 특성, 학과의 특성, 학생들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면서 보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수법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 컨설턴트가 제안한 개선안에 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번거롭

다고 느껴졌던 경우에도 이를 실제 수행했던 동료 교수들의 경험담을 듣고 수업개선을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Cox(1999)는 복잡하거나 진 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문제들의 경우 

교수들 간의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제안하 다. 더불어 동료컨설 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육학 문가의 참여가 매우 요하다. 자신의 교수법에 해서 

정 으로 생각하는 교수자들이 모 을 경우, 오히려 잘못된 교수법을 강화하는 바람직하지 못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Hick, 1999). 

수업컨설 은 교수자들의 교수법 개선을 한 효과 인 로그램이다. 앞으로 수업컨설 이 

학의 교수지원을 한 표 인 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해 몇 가지 후속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수업문제 진단과 개선안 제시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수방법별, 공별, 학생규모별로 다양한 수업 문제들을 유형화하고 그 해결책을 축 할 필요

가 있다. 실제 어학·사회과학·공학 등과 같이 비슷한 공의 경우, 유사한 수업 문제들을 고민하

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수업특성별로 보다 정교한 컨설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여러 학의 수업 컨설 의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공, 교수방법, 학생규모, 교수자 

특성 등 몇 가지 기 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와 같이 제 로 훈련된 

수업컨설  문가가 부족한 경우(이은화․ 경석․조용개, 2010), 이러한 수업컨설  데이터베

이스는 교수자의 자가진단은 물론 보 컨설턴트에게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학  기반과 상담 기술을 갖춘 문 컨설턴트들을 양성하기 해 이들이 갖춰야 하

는 역량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울 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매 학기 ‘수업컨설  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있기는 하지만, 3~4일의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컨설턴트로서의 문성이 갖춰

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문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며, 이들을 어떻게 교육

시킬 수 있는지, 이들의 자격을 어떻게 인증할 수 있는지 등에 한 연구와 실행이 요구된다. 

셋째, 수업컨설 의 효과를 객 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표에 한 심층 인 연구

가 필요하다. 궁극 으로 수업 개선에 효과를 주는 구체 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어떤 계기와 

과정이 교수자의 수업을 변화시키는지, 수업컨설  후 교수자들이 만족하는 부분과 그 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 교수법 개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을 때, 보다 문 인 

수업 컨설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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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Effectiveness of Instructional Consultation in 

Higher Education

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instructional consultation 

which is based on videotaping of class, and to analyze the motivation of participating in 

instructional consultation, problems in teaching and learning, proposals of improvement, and 

the result of students' satisfaction. Fifteen professors of university A located in the capital area 

participated in instructional consultation in 2009. As a result, professors indicated the motives 

of participating in this consultation to be bad interactive relationship of their students, low 

students' satisfactions, improvement of teaching styles, obtaining special types of teaching 

methods, etc. The consultant identified the problems in encouraging students' study, organizing 

of teaching contents, having interactive relationship with students, applying special teaching 

methods, and unnecessary teaching habits, and then suggested the improvement strategies. 

The professors changed their teaching strategies, such as unnecessary teaching habits, that were 

easy to improve preferentially. After the instructional consultation, 11 professors got the 

increased scores of students' satisfaction items. The instructional consultation program is 

effective for providing with professors reflections on their teaching and learning.

Key words: instructional consultation, videotaping of class, improvement of teaching, 

student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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