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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수업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오랜 기간 동안 외국 대학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of teaching)에 대하여 최근에는 국내 대학들에서도 관심
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신종호와 홍성연(2013)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하여 국내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동료평가 프로그램 모형들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형성적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도
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국내 대학에서 진행된 수업에 대한 형성
적 동료평가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동료평가의 효과와 함께 프로그램의 형태와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동료평가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형성적 동료평가 프로그램은 수업 공개 및 동료 교수 간
의 대화를 활성화하여 수업개선을 위한 협력적 교육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교수들은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수업에서의 문제점 분석 및 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기술을 획득할 수 있으며, 전공이 같은 교수그룹인 경우 교과내
용, 전공특성, 학생특성을 고려한 논의 및 피드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료
평가 프로그램은 교수들이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게 하는 내재적 동기부여
역할을 하였다.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형태와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에
서는 동료평가가 형성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동
료평가에 대한 인식과 기대, 멘토의 자격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또, 동료평가 과정에서 제공
되는 대화와 피드백의 내용과 형태도 참가자의 특성과 그룹 구성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에서 동료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대학수업 개선,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형성적 동료평가, 교수개발

* jayshin@ajou.ac.kr
** 원고접수(14.07.31). 심사(14.09.18). 수정완료(14.09.23)

- 371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Ⅰ. 서론
대학 교육의 성패는 교수에게 있고,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경
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 교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교수의 변화를 전제
하지 않는 교육의 질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유영만, 2005). 이러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수의 변화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장이며, 교수와 학생의 지식,
가치, 사고가 교류하는 접점인 수업에서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을 책
임지는 교수는 전공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수(teaching) 능력뿐만 아니
라, 수업의 전반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을 독려하는 학습 관리자로서
의 다양한 역량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Klein et al., 2004, 홍성연, 2010에서 재인용).
이에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 교수학습공동체, 수업컨설팅 등 다양한 교수개발(faculty development)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업컨설팅은 수업전문가가 교수자를 대상으로 수업 중 나
타나는 교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상담활동의 하나로(정한호, 2012),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홍성연, 2010). 그러나 대학에서의
수업컨설팅은 교수기법 측면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업설계, 학습자 관점, 학습과정, 수업목표
달성, 해당 교과목의 목적과 가치 등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
고 있다(심미자, 2012; Malik, 1996). 이것은 수업컨설팅 자체가 해당 교과의 내용이나 전공
및 학과의 문화와 거리가 있는 교육학 전공의 수업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신종호, 홍성연, 2013). 이에 해외 대학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
적인 방안으로 수업컨설팅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들과 자신의 수업을 공유하는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of teaching)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수업에 대한 동료
평가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수자의 교수법 점검을 넘어서 수업내용 및 방법, 학생과의 관계,
학습자 특성, 전공의 문화 등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최근 국내 몇몇 대학에서 ‘동료 멘토링’, ‘티칭 펠로우’와 같은 형태로 수업
에 대한 동료평가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외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종호와 홍성연(2013)은 수업의 질 개선 측면에서 동료평가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국내 대학에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만,
연구중심의 대학 문화와 수업공개에 대한 교수들의 부담감, 평가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
해 볼 때,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도입은 대학의 상황에 따라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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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수업개선을 위한 형성적 목적에서부터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국내 한 대학에서 형성적 목적으로 진행된 수업에 대
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와 함께 프로그램의 형태와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대학에서 수업에 대한
동료 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과 이를 극복하고 성공
적 실행을 위한 조건 및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 대학에서 동료평가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국내 대학 및 교수 문화는 외
국과는 매우 다르므로 국내 대학에 맞는 제도 및 절차,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현재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운
영 예정인 대학 담당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과 의의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도 가능한 자세히 기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업에 대한 형성적 동료평가의 필요성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대학의 동료 교수들이 실제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함
으로써 수업의 개선을 유도하거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신종호, 홍성연, 2013).
즉,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적용하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승진, 정년 또는 급여와 같은
인사결정을 위하여 학과나 전공 안에서의 개개인의 순위를 매기거나 비교할 목적의 총괄
적(summative) 측면(Chism, 2007)과 강의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결과 향상을 위한 동료 간
의 협력적 대화와 피드백으로 보는 형성적(formative) 측면(Harris et al, 2008)의 목적을 가
지고 있다.
교수 자신의 자기평가, 수업 관찰, 동료 간의 협력적 대화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동
료평가는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료들과의 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구로
평가받으며(Lomas & Kinchin, 2006; Mundy & Grabau, 1999),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서구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져 왔다(Hubball & Clarke, 2011; Keig &
Waggoner, 1994; University of Kent, 2004). 최근에는 수업에 대한 동료 평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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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 측면보다는 자기향상
(self-improvement)을 위하여 자신의 수업을 검토하고자 하는 교수들을 지원하고, 학습자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실천사례 수립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품질 개선(quality
enhancement)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다(Lomas & Kinchin, 2006). 즉, 평가를 통해 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총괄적 목적보다는 교수의 수업개선과 향상을 위한 형성적 목적에서 수업
에 대한 동료평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형성적 목적을 가진 동료평가로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근거에 기인한다. 교수학습은 매
우 복잡하고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한 영역으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교수가 교수학습
에 대해 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형성적 과정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Bingham & Ottewill, 2001). 특히 동료 교수의 수업에 대한 정보를 분
석하고 해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총괄적
목적보다는 형성적 목적의 프로그램 환경일 때 동료 교수의 참여가 더 적합하며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Centra, 1993; Keig, 2000; Keig & Waggoner, 1994, 1995). 즉, 인사
결정을 위한 과정보다는 명확히 수업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에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효과가 높고 수업이 향상될 가능성이 더 많다(Keig, 2000). 또, 수업
을 개방하고 공개함으로써 감시받는 느낌과 학문적 자유에 대한 위협과 개방성에 대한 염
려도(Brent & Felder, 2004; Chism, 2007; Costello, et al., 2001)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평가
목적이나 외부적인 요구가 아니라 비평가적이고 수업향상을 위하여 설계된 조건에서는 극
복될 수 있다(Lomas & Nicholls, 2005).

2. 수업에 대한 형성적 동료평가의 효과 및 특징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수업컨설팅과 같이 개별 교수의 수업방법 개선뿐만 아니라 전
공 교수들 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 구성원 간에 교육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의 교육적 효과를 개
별 교수자 차원과 대학 전체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종호, 홍성연, 2013).
먼저, 개별 교수자 입장에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교수자의 교수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피평가자는 동료 교수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교수방법을
교정함으로써,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평소 가지고 있었던 수업에 대한
문제를 동료 교수와 논의함으로써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평가자 역시 동료 교수
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통찰력과 식견을 함양할 수 있다
- 374 -

수업에 대한 형성적 동료평가 프로그램 사례 분석

(Harris, et al. 2008). 또 동료가 가르치는 교육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게 되며, 수업
참관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적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자신의 수업기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Bell, 2001). 동일 전공 내에서의 동료 평가는 학과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점검
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수업을 공개하는
피평가자 뿐만 아니라, 이를 검토하는 평가자의 상호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Harris, et al., 2008; Taylor & Richardson, 2001; Wood & Friedel, 2008). 한편으로 대학
전체의 입장에서 수업에서의 동료평가는 학생들의 강의평가와 더불어 수업의 질을 평가하
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수 업무 중에서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학 문화
와 학생 수준에 맞는 우수강의 선정 근거를 마련하며, 우수강의 실천사례들을 교수들 간에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Bell, 2001). 더 나아가 동일 전공 내에서의 동료 평가는 학과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수업에 대한 형성적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자발성과 서로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오랜 동안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대학의 형성적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Keig & Waggoner, 1994). 첫째, 개선이 필요한 비효과적
인 교수가 아니라 더 나은 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참여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동료들과 협
력하며, 협력하고자 하는 교수들 중에서 자신의 짝을 선택할 수 있다. 넷째, 서로의 교실을
방문하고, 서로의 수업 자료를 읽고, 학생들의 학문성과에 대하여 서로의 평가를 비평함에
있어 온전히 협력적이다. 다섯째,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미리 동의한다. 여섯째, 참가자들 간의 능숙하면서도 솔직한 피드백과
진심어린 칭찬, 면밀한 질문, 유용한 제안, 건설적인 비판이 조화를 이룬다. 일곱째, 협력적
인 동료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인사결정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음을 단호히 하며, 총
괄적 평가와 형성적 동료평가를 명확히 구별한다.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가 이처럼 서구 여러 대학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대학에서 실시되지 못했던 것은 동료평가의 특성에 따른 여러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교수 업적 중 상대적으로 교육 부분이 경시되
는 연구중심의 대학 문화와 함께 수업공개에 대한 교수들의 부담감이나 평가에 대한 거부
감과 같은 동료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교수들이 동료평가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다(Brent & Felder, 2004; Chism, 2007; Costello, et al, 2001). 또, 동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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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문제(Brent & Felder, 2004; Canvagh, 1996), 관찰된 수업
의 대표성 및 관찰자 효과(Brent & Felder, 2004), 과도한 시간 할애 및 업무 부담(Brent &
Felder, 2004; Chism, 2007)과 같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실행과정에 존재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3년 2학기에 수도권 소재 A 대학에서 운영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하였다. A 대학은 수업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업컨설팅 프로그램
을 보완하여 전공 및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고 대학 교수들 간의 협력적인 교육문화를 조
성할 수 있도록 수업전문가 뿐만 아니라 동료교수도 함께 컨설팅에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
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A 대학의 정책에 따라 특정 교원(신임교수)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동료평가 프로그램(이하, 의무적 참여 프로그램)과 교수들이 자
신의 수업 개선과 수업 기술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료평가 프로그램(이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만 ‘평가’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
을 완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명칭을 ‘동료 멘토링’으로 바꾸어 진행되었으며,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절차와 최종 수업평가보고서의 제출형식은 유지하면서 ‘평가자’, ‘피평가자’라는
용어 대신에 ‘멘토’, ‘멘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먼저 의무적 참여 프로그램은 소속 대학 문화 및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신임 교수를 대
상으로 하며, 학과 내 멘토교수와 수업전문가 등 3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임 교수는
부임 후 1년 이내에 동료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멘토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과에
서 추천하며, 추천한 멘토 중에서 멘티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멘토의 자격은 부교수 이
상의 직급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신임교수와 동일 또는 유사 전공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 수업 컨설팅의 전문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수
업관찰 경험이 있거나, 일정시간 이상 수업관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수와 우수 교
수상 등 교내외에서 교수전문성을 인정받은 교수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멘토교수에게는
수업관찰과 피드백 제공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수법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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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활동을 위하여 할애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액의 수업연구비를 지급하였다.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은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료평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2~3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수업을 관찰한 후 상호 피드백을 제공한다.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도 교수법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일정액의 수업
연구비를 지급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학과 정책에
따라 업적 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동료평가 프로그램은 수업관찰과 함께 학생평가, 수업설계분석, 전문가 피드백, 자아성
찰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가 동반될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Bell & Mladenovic, 2008), 모든
절차에는 수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수업계획서, 강의노트 등의 수업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도 함께 멘토링에 활용하였다.

의무적 참여 프로그램
신임교수
학과에서 멘토풀을 구성
하고, 신임교수가 지정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

프로그램 신청
↓

멘토 선정

오리엔테이션

개인 및 팀
- 프로그램 소개
- 동료평가 방법 안내
- 동료평가 그룹 구성

↓
- 수업계획서·관찰할 수업의 자료·학생평가계획
제공, 수업문제점 공유, rapport 형성
- 참가자: 신임교수, 멘토교수, 수업전문가

관찰 전 모임

의무적 참여와 동일

↓
- 멘토교수: 수업동영상을 통한 관찰
- 수업전문가: 교실방문 관찰
- 수업 관찰 전 교수자 사전설문과 수업 후 학생
들의 수업만족도 설문조사 진행

수업 관찰

의무적 참여와 동일

↓
- 수업 관찰결과 공유, 긍정적인 측면 피드백, 문
제점 개선 방안 논의
- 참가자: 신임교수, 멘토교수, 수업전문가
- 멘토, 수업전문가 : 수업관찰보고서 제출
- 멘티 : 자기평가(성찰보고서) 제출

관찰 후 모임
↓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적 참여와 동일

의무적 참여와 동일

[그림 1]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 절차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절차는 관찰 전 모임, 수업관찰, 관찰 후 모임, 성찰
및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를 위한 동료 평가 프로그램은

- 377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프로그램 참여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그림 1]과 같이 신종호와 홍성연(2013)의 연구에서
제안한 요소와 절차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가. 관찰 전 모임(Pre-Observation Meeting)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제약요인 중 하나는 과연 동료교수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제약을 감소시키고 동료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 관찰 전에 관찰 받는 수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 관찰이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수업의 내용과 과목의 수준 등에 대한 평가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평가
자와 피평가자가 서로 친숙하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멘티교수와 멘토교수, 수업전문가가 함께 수업의 목적, 내용, 수강학생,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본 수업을 관찰하기 전에 논의하는 관찰 전 모임을 가졌다. 모임
에서는 수업계획서, 유인물, 퀴즈, 과제, 강의 노트, 파워포인트 강의교안, 전체적인 수업계
획 등 멘티가 수업을 위하여 개발하고 적용할 수업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 또 사전에 멘
티교수에게는 멘토가 관찰하고자 하는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업(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수업은 어떻게 진행(수업 시간의 활용)되는가?
멘토가 이 수업에서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는가?’, ‘전체 교과목에 비추어 이 수업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수업을 위하여 학생들이 수업 전에 수행해야하는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멘티가 수업과 관련하여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진 수업관찰 전 미팅노트 양식을 작성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하였다. 관찰하고자 하는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진 후 향후 절차인 수업관찰 일정과
멘토링 모임 일정을 정하였다.

나. 수업관찰(Class Observation)
수업관찰은 의무적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신임교수인 멘티교수의 수업을 멘토교수가 관
찰하도록 한 반면,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는 서로의 수업을 상호 관찰한 후 피드백
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수업관찰 시간과 방법은 동료 교수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동료 교수는 수업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전문가는 직접 교실 수업에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수업 관찰은 관찰 전 모임에서 멘티와 공유하고 논의되었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관
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관찰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서술식 평가문항 서식을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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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자가 타당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수업의 학습목표, 학습자 수준, 수업방법 등을
평가하였을 때,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수업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Cavanagh,
1996). 서술식 평가 문항은 먼저 수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배경정보를 기술하도록 하
였으며, <표 1>과 같이 네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관찰하도록 요청하였다. 수업촬영이 끝난
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업 개선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
수의 승인 하에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수업관찰 영역 및 내용
구분

관찰 내용

관찰영역 1

수업을 위한
교수자
목표/의도

1) 수업목표를 명백한 방식으로 진술하거나 표현하는가?
2) 수업의 목표에 수업의 초점이 적절히 맞추어져 있는가?
3) 수업 목표가 이전 수업이나 다음 수업의 흐름과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관찰영역 2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의 참여

1) 전체 수업 시간에 걸쳐 학생들의 참여가 풍부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2) 수업에 출석한 학생들이 골고루 폭넓게 참여하고 있는가?
3) 토의하기, 듣기, 질문하기, 실제수행하기, 읽기, 성찰하기, 말하기 또는
쓰기 등과 같은 적절한 형식으로 학생의 참여가 일어나고 있는가?

관찰영역 3

학생의 목표 달성
에 대한 평가

1) 수업 자료에 대한 학생에게 질문 2) 학생의 수행정도 관찰,
3) 학생 간 토론 4) 약식 평가 테크닉 5) 퀴즈 또는 기타 방법

전문 지식 내용

1) 적절한 학문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의 실례를 보여주는가?
2) 수업의 내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최신의 연구(특히 자신의 연
구)를 제공하고 있는가?
3) 모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신 이슈를 수업내용과 연계하여 제시
하는가?

관찰영역 4

다. 관찰 후 모임(Post Observation Meeting)
관찰 후 모임은 수업 관찰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교수들과 수업전문가가 모여 30
분~2시간 동안 수업 활동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하고 수업 개
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관찰 후 모임에는 멘토교수와 수업전문가는 각자 작성한 평
가 보고서를 지참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먼저 수업관찰에 대한 멘티교수의 소감을
시작으로 동료교수들과 수업전문가 간의 활발한 대화와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라. 보고서 제출(Reporting)
마지막 단계는 정리단계로 멘토교수와 수업전문가는 수업관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
출하고, 멘티교수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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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보고서에는 관찰한 강좌의 제목, 보고서 날짜, 교실수업 관찰 일자, 교수자의 수업 방법,
관찰 후 모임 일자 등 수업관찰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수업관찰 시에 활용한 체크리스트와 서술식 평가문항과 평가 후 모임결과를 기반으로 총
괄적인 강좌 내용, 강좌 내용의 선택, 강좌 구성, 강좌 목표의 적절성, 강의 자료의 적절성,
평가 도구의 적절성, 특정 내용 영역을 가르치는데 사용된 방법의 적절성, 강의에 대한 헌
신 및 학습에 대한 고려, 시험 및 프로젝트 수행에 근거한 학습자 성취도, 학과별 교수자
노력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모두 통합하여
수업 개선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멘티교수에게 다시 제공하였다. 또 본 연구를 위하
여 멘티 교수와 멘토 교수 모두에게 프로그램 참여 의견서를 프로그램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표 2>와 같이 동료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A대학 교수들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무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신임교수들과 신임교수가 속한 학과에서 멘
토 자격 기준에 따라 선정된 멘토교수로 총 6명이 참여하였다.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총 7명이며, 전공이나 학과가 같은 교수들을 우선적으로 같은 그룹(pairing)으로
구성하였으며, 전공이 다를 경우 해당 교수들의 동의하에 같은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그룹 6
은 동일한 학과 교수들이 한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3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2>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 참여자
구분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룹 6

A
B
C
D
E
F
G
H
I
J
K
L
M

전공
공학계열
공학계열
의약학계열
의약학계열
의약학계열
의약학계열
공학계열
인문계열
법학계열
법학계열
의약학계열
의약학계열
의약학계열

직급
조교수
정교수
조교수
정교수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정교수
정교수
정교수
조교수
조교수

성별
남
남
여
여
남
여
남
여
남
남
여
남
여

강의경력
1년 미만
10년 이상
2년 미만
10년 이상
1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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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수업유형
구분
비고
강의식
멘티(신임)교수
멘토교수
강의식
멘티(신임)교수 의무적
멘토교수
참여
강의식
멘티(신임)교수
멘토교수
강의식
상호멘토링
토론식
강의식
자발적
상호멘토링
강의식
참여
강의식
강의식
상호멘토링
강의식

수업에 대한 형성적 동료평가 프로그램 사례 분석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A 대학의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 과정에서의 참여자들이 작성한
멘토링 관련 자료와 수업관찰 전 미팅과 멘토링 모임에서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멘토링 관련 자료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에 의해 작성된 프로그램 참여 신
청서, 수업촬영 전 설문지와 함께 피관찰자의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멘티 교
수가 작성하는 관찰 전 미팅 노트양식, 관찰 후 멘토와 멘티가 각각 작성하는 멘토링 보고
서, 신임교원에 의해 작성되는 성찰 보고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
술하는 참여 의견서들이다. 수업 관찰 전 미팅과 멘토링 모임에서 이루어진 참여 교수들
간의 대화는 분석을 위하여 참여 교수자들의 동의하에 녹취 후 전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질적 연구 기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먼저 참여 교수들이 작
성한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수업촬영 전 설문지, 관찰 전 미팅 노트양식, 멘토링 보고서, 성
찰보고서, 참여의견서 등의 산출물과 관찰 전 모임과 멘토링 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 녹취
록 등 질적자료들을 개방형 코딩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들을 여러 번 정독하면서 전체적
으로 파악한 후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와 주제를 찾고, 주요 어휘와 주제들을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와 프로그램 형태 및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결
과를 중심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와 해석에 대하여 수업전문가로서 수업컨설팅과 동료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로부터 검토와 검증을 받았다.

Ⅳ. 연구결과
1.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효과
A대학에서 진행된 의무적 참여 프로그램과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두 가지 유형의 수업
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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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료 간 수업공개와 대화의 효과 확인 및 수업개선을 위한 협력적 교육 문화 확산에
기여
동료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들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역할에 상관없이 동료평가를
통해 스스로의 교수 과정을 성찰해 봄으로써 동료 평가의 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수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였다. 사실 교수들은 연구보다는 수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연구에 대한 외재적 보상을 위하여 수업에 대한 내재적 만족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동료교수의 수업 관찰과 동료 간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자아 성찰의 과정을 통해 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 있었으며, 동료평가 프로
그램이 자신의 수업 개선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저도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강의를 처음 봐서요. 근데 사실 저희는 논문도 피어리뷰를 하고 사실
진료하는 것도 매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료하는 것도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고 이런데 이걸 찍자 말자 학회에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
든요. 근데 이게 티칭도 사실은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
픈하고 피드백 받고 이러는 게 사실은 임팩트가 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K교수)
남의 강의를 관찰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웠으나 관찰보고서 작성과 관찰 후 면
담을 통해 자아성찰의 기회가 된 것 같다. 강의 동영상을 보며 나라면 어땠을까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면담 때 수업전문가의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공계 교수들이 교육학을 수강할 기회가 없
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F교수)
자기 것만 보면 자기 틀만 알게 되거든요. 아 이런 점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도 보니까 좋은 점
이 많이 발견되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J교수)

또 동료평가가 자신의 수업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다른 동료 교
수들이 동료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천 및 홍보할 것이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효과는 교수들 간 수업을 상호 공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협력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육문화의 창출 기
반으로 작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가 되고 나서 초반에는 교수법에
대한 책들도 여러 권 읽고 고민도 많이 해보았지만 실제 내가 강의하는 것을 보고, 주변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supportive feedback 을 받고 보니 짧은 시간 내
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적극 추천!!! (H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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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한다면 모든 교수님이 멘토의 기회를 가질 것 같다. 꼭 한번 경험
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내가 내 수업을 보는 것과 또 달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관찰 후 면담을 통해 멘티교수님이 얻은 혜택보다 멘토교수가 얻는 혜택이 더
컸던 것 같다. 감사드립니다. (F교수)
스스로 수업 동영상을 통하여 강의기법에 대하여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강
의를 진행하는 교수들끼리 교수방법에 관하여 관찰하고 교수법의 개선을 위하여 유익한 일이라고 생
각된다. 우리과 교수들의 참여를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극 참여
할 것을 권장하고 싶음. (I교수)

나. 수업에서의 문제점 분석 및 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기술 획득
개별 교수자 입장에서 피평가자는 동료 교수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에 대한 이해를 심화
하고 교수방법을 교정함으로써,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평소 가지고 있
었던 수업에서의 문제를 동료 교수와 논의함으로써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Harris
et al., 2008). 또 평가자 또한 동료의 수업을 관찰하고 동료 교수간의 대화를 통해 수업지
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
가한 교수들도 자신의 수업 개선을 위하여 수업 관찰과 스스로의 성찰, 동료교수 및 수업
전문가와의 대화와 조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업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자발적
참여 그룹의 경우 평소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그리고 보다 나
은 수업을 위하여 자신이 개선해야 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동료교수
의 경험을 통한 조언과 수업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
는 기회였다고 하였다..
수업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속도, 양, 학생들과의 interaction,
중간 평가 과정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그 외에 수업 구조 방식, 수업방식의 다양한
modality, 학생들 질문 유도시 할 수 있는 유용한 팁들을 적용해 볼 생각이다. (E교수)
선생님 맡은 데서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TBL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에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왔다고 저는 느꼈는데 제가 나중에는 TBL 할 때 나중에 30분정도 정
리를 해주었는데 그때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30분 동안 내가 다 얘기해줘야 하나? 뭘 해줘야하지?
얘기하려면 원래 2시간도 모자랐던 시간을 한 2~30분 안에 요약하려니까 그게 또 힘들고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이거 알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래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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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내용, 전공특성, 학생특성에 기반을 둔 의견 교류 및 수업 운영을 위한 조언 제공
수업컨설팅은 수업전문가에 의해 교육학적 관점에서 교수자의 행동, 태도, 가치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해당 학과 또는 전공 상황(context), 학과 분위기
및 문화(culture), 교육 내용(contents) 등 대학과 전공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신종호, 홍성연, 2013). 수업전문가 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가 함께
참여한 본 동료평가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유형에 상관없이 관찰 전 모임과 관찰 후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학과의 문화, 전공 및 학생의 특성, 수업내용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견교환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특히, 관찰하는 수업의 교과목을 이미 운
영한 경험이 있는 교수는 자신의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목과 학생의 특징에 따라 해
당 교과목의 수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는 학생들이 2학년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왜곡된 측면이 완벽하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그러는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설명 하는 것을 싫어해요 아이들이... 중략... 아무튼 예제풀이 같은 부분들을 학생들이 너무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식보고 예제 푸는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2학년때부터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요. (B교수)
강의내용과 관련이 되면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는 조금 지루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가장 베이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소아학에는 안그런데 신장
질환에는 조금 고민이 되요. 이걸 들으면서도. 이것을 뒤로 옮길까.. 보통 처음에 하는 게 맞는데 그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첫번째 해야지만이 다른데 연결이 되니까. (D교수)

라.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은 수업 실행에 있어서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Bell, 2005).
참여 교수들은 동료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에서의 자신의 장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향후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하여 전문성 개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
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교수법 개발을 위하여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 384 -

수업에 대한 형성적 동료평가 프로그램 사례 분석

현재 강의방법 중 장점으로 평가된 강의분위기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발음의 명확성은 발성법을 공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음. (M교수)
수업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몸짓, 어투, 어조 등 기술적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해 볼 것임. (J교수)
수업계획서를 조금 더 열심히 작성할 것이고,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 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찾아 공부해 볼 것이다. (K교수)

2.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 유형과 참여자에 따른 특징
본 연구를 위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신임교원 대상의 의무적 참여 프로그램과 자신
의 수업 개선과 수업 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
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 또한 상이하였다. 이에 프
로그램의 유형과 참여자에 따라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가. 수업관찰 및 평가에 대한 인식
동료평가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는 수업 공개에 대한 교수들의 거부감이다. 특히, 수업 공개가 단순히 교수자의 개발을 위한
형성적(formative)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종의 ‘시험’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공개 대상이 같은 전공의 교수이거나 선배교수일 경우 평가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는
다(Chism, 2007; Harris et al., 2008). 본 연구에서의 동료평가 프로그램도 자신의 수업을 공
개해야 하며, 신임교원의 경우 선배 교수가 수업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도
록 설계되었다. 이에 자신의 수업을 동료교수가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어떤
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프로그램 유형과 참여자에 따라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선배 멘토교수와 수업전문가가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고 이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신임교수의 경우 ‘긴장감’, ‘부담감’이라는 단어로 수업관찰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였
다. 이는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신임교수로서 자신의 약점이 선배교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
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사결정을 위한 것이 아닌 형성
적 목적의 프로그램이지만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같은 전공의 선배교수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신임 교수들에게는 동료평가의 과정이 평가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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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수들의 경우에는 ‘창피하지만 기대됨’, ‘감사함’, ‘짜릿함’, ‘설
렘’, ‘거리낌 없음’이라는 단어로 수업관찰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
의 수업을 기꺼이 공개하고 동료 교수의 수업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조언을 얻고자 하는 참여 동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교수들의 경우는 수업에서의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장점을 강화하
고자하는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의 과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
꺼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관찰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멘토교수들 또한 프로그램 참여형태에 따라 수업관
찰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멘토로 선정되어 참여하는 선배 교수들도 다른 사람의 수업을
관찰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발적으로 동료교
수들간 상호 멘토링을 진행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업을 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오히려 다른 동료 교수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재미있고 즐거
운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금 부담스럽죠. 전공교수꺼를 보고 제가 커멘트를 해주는 거라서 다행히 수업에는 안 들어가고
CD로 받는다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덜하니까 다행이고 전 수업도 가서 들어야하는 건줄 알고, 이
건 정말 아닌거같은데 했는데.. 다행이 그것은 아니고 cd를 보고 하면 되는 것이어서 다행이었는데
사실 저희도 교육학 수업을 학교 때 받은 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학생들 피드백 받고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부족한
게 많은데 제가 하게 되서 부담이 커요. 13년차가 됐지만요. (F교수)
교수들이 다른 사람 수업을 학생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듣지요. 관심을 갖지요. 수업평가 결과
를 보고 하면 수업평가 점수가 좋으면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관심도 갖고, 나쁘면은 왜 안 좋을까
하는 그 정도의 관심이지, 개인적인 의구심이지, 사실 그걸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수업을 들을 기회
는 거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수업을 들을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관심도 갖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수업을 평가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복합적으로 들었습니다. (B교수)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 것을 제가 보는 것 보다 훨씬 더. 어제도 법전원 교수님들과 얘기했는데
자기것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저도 제 것은 안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꺼 보는 거는 괜찮아요.
차라리 보고 이야기해주면..... (I교수)

선행연구(신종호, 홍성연, 2013)의 주장과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형성적 목
적으로 진행되는 동료평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참여 형태와 멘토의 구성에
따라 동료평가를 대하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형성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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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경우 부담감을 갖는 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 보다는 기대감이 많았다.

나. 멘토의 자격에 대한 인식
동료평가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여 주는 멘
토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멘토는 동료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효과적인 동료평가 프로그램을 위한 멘토의 자격에 대한 의견도 프로그램 유형과 참여
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의무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임교수와 멘토교수 모두 어느
정도 교수 간에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수업내용이나 수업에서의 어려운 점 등을
잘 아는 교수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력이 많은 교수
의 경우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기 보다는 수업에 대한 열정과 교수법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학과 교수님이 멘토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A교수)
관련 강의의 내용과 어려움 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함.(D교수).
멘티 교수님이 워낙 학생들에게 관심도 많고 열정이 있으시고, 피드백 받는 것이 대해서도 늘 열려
계신 분이라서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자신의 강의법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
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피드백을 드려야 할지 .. 고민스러울 것
같다.(M교수).

신임교수의 경우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학교나 동료교수들과 친숙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업경험이 적기 때문에 수업 내용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교수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써 부담감을 줄이고자 할 것이며, 해당 교과목을 잘 아는 선배 교수로부터 수업 운영을 위
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관찰 후 멘토링 모임에서도 신임교수가 직접 선배 멘토교수에게 초임교수 시절의 어려움
이나 수업내용의 구성 등을 직접 묻고 이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였다. 반면 자발적으로 참
여한 교수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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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하게 자신의 수업을 관찰해 주고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수업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비판적 동료(critical colleague)를 추구하였다.

다. 동료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참여자의 특성, 즉 교육 경력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다. 수업관찰을 실시하기 전 어떤 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수업경험이 적은 신임교수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가 구체
적이지 않았으며 피상적으로 진술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업 경험이 많은 교수들은 ‘이
해도 확인, 효율적인 전달방법, 자발적인 의견 제시 및 토론’ 등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문
제점이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특히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수업 및 강의 방식에 있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거
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교수)
학생의 습득 정도를 실시간으로 알고 싶은데 이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목소리 크기, 속도가 적절
한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 알고 싶다. (L교수)
교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피드백을 원했다. 그 외에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끌어 낼
수 있는 타 교수님들의 강의법 등을 들어보고 싶었다. (M교수)

이러한 결과는 신임교수의 경우 대부분 수업 경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교수법을 정식으
로 접한 적이 없고, 수업운영 방법보다는 수업 내용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
로 자신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임교수의 다음과 같은 제안은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천에 고려할만 하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기가 1년차 첫 학기 때보다는 2년차일 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교수자로서 수업 내용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수업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방향성이 형성될
시기가 필요하고, 그 후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멘티로서 더 배울 점이 많고 효과적일 것 같
습니다. (A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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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드백의 내용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외부의 수업 전문가가 제안할 수 없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 상황, 학과 분위기 및 문화, 교육 내용 등 학과와 전공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동료평가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학과나 전공의 특징, 학생의 특성과 관련
하여 함께 공감하고 이에 따른 수업 운영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관찰된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특정 주제나 내용을 포함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특히, 동료교수가 같은 교과
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다면 더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신
종호, 홍성연, 2013)은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선배교수가 멘토
가 되어 이루어지는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자신이 수행하였던 동일한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나 평가 등의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수업을 어떻게 구조화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이
루어졌다.
예를 들어 이번 학습주제에서 특정개념에 대한 얘기를 한다하면 이제 교수님도 강의할 때 밝혔지
만 특정한 관점에서 보면 계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주제에서 특정 개념이 존
재하고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부분, 예를 들어...(중략)... 왜 중요한지, 왜 계산하고 싶은지
학생들한테 간단간단하게.....(중략)...꼭 최신동향이 아니라도 실제응용측면에서. 학생들이 나중에 수업
평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낮은 점수를 줘요.. 설사 얘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고...(생략). (B교수)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작년에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친 과목을 요번에 선생님이 하는데
제가 느꼈던 그 과목의 어려움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처음배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저로써 실패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략)...아이들이 생각할 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
가 양을 줄일 수도 없고 상당히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설명만 하면 안되니까 중간에 내
용과 관련된 케이스도 넣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생소한거에요. 그 과목이.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신장이 그래요. (D교수)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개별 교수자의 교수역량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일 전공
내에서의 동료평가는 학과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Harris et al., 2001). 본 동료평가 프로그램에서도 특정 전공분야의 주임교수가 멘토로
서 참여하였으며, 수업자료의 공유와 수업관찰, 동교교수와의 대화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과정이 교육과정의 방향 및 일관성, 내용 구성 등에 대한 점검과 논의의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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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관찰은 1회의 수업만을 관찰함으로써 교과
목 전체에 대한 조망이 어렵지만, 수업계획서나 강의노트 등 수업자료를 공유하고 이에 대
하여 논의하는 활동은 전체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 수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준다.
우리 임상교수가 세 명인데 선생님들 세 명이 스타일은 달라도 내용이라던 지 방향이라던 지 이
런 건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하지 않나, ...(중략).... 주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것, 우리가 꼭 가
르쳐야할 내용 확인, 이런 것들을 하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번학기 끝나고 나면 우리도 한번
모여서 우리 강의에 대해서 얘길 해야 되고...(중략)... 새로 오신 교수님은 최근에 경험이 있으니깐
서로 달라서 서로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거
죠..(D교수)

본 연구에서의 동료평가 프로그램은 동일 전공 또는 유사 전공을 가진 동료교수 그룹
이외에도 전공이 전혀 다른 교수들이 짝을 이루어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전공이 다른 교
수그룹의 경우에는 수업내용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수업전문가와 같이 목소리, 발음, 강의
교안의 구성 등 수업 기술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물론 전공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
른 교수의 수업을 관찰을 통해 수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획득하거나 다른 전공을 살
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단 내용은 잘 모르니깐 근데 목소리는 귀에 잘 들어오고 발음도 정확하시고 톤도 일정하시고
귀에는 저는 잘 들어왔는데 학생들은 좀 지루해하는듯이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정하시고 계속
앞에만 계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학생에게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교수님은 계속 가실
길만 가는 상황이었고.. (H교수)

또, 관찰되는 수업유형이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식 수업 등과 같이 특정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업방법이 다른 경우 토론식 수업 이러한 수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동료멘토링이 이뤄
지기 어려움. 따라서 멘토 선정이나 수업관찰을 할 경우 이점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G교수)

마. 피드백의 형태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관찰 형태에 따라 동료교수들 간의 대화 방식도 차이가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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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신임교수와 선배교수의 멘토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멘티 교수의 수업만을 관찰하고 이에 대하여 멘토교수가 의견과 조언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신임교수가 수용하는 일방향적인 형식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자발적 참여 프로
그램의 경우 상호간의 수업 관찰을 통해 교수자의 좋은 점과 개선할 사항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업 방법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 성취결과 등에 대해 묻고 논의하
는 토의형식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그룹구성이 동료교수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화 시간도 길고 대화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의 폭이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논의 내용도
훨씬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
K교수 : ...(앞 부분 생략)..교수님이 좋았다고 느꼈던 게 슬라이드가 너무 간단명료해요. 저 같은
경우는 쭉 안그러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쭉 써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굉장히
슬라이드가 간단명료한데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교재가 나가나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M교수 :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슬라이드에서는 안내세요? 애들이 늘 슬라이드를 벗어나면 컴
플레인이 심화되서. 너무 심플하면 사실 낼 문제가...
L교수 : 그래서 늘 문제를 쉽게 내요.
K교수 : 그래서 그런지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요. 학생들 보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앞을 거의다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엔 여학생들만 쳐다보나 했는데 남학생들도 나중엔 이렇
게 쳐다보더라구요.
L교수 : 별로 안 적는 구나 애들이.
K교수 : 안 적어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적을 필요가 없는거죠.
M교수 : 속도가 되게 좋네요.
K교수 : 되게 안정적이죠?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편안했어요 계속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저거를 배워야겠다. 슬라이드 저렇게 하는 거를.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구요...(중략).... 하나 아쉬웠던 점은 앞으로 좀 나와...(생략)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업 개선을 위하여 국내 대학에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 프
로그램 유형과 참여자의 특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수업에 대한 동료평
가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국내 대학에서도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개별 교수의 수업 개선과 학과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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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유형과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형성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의무
적이냐 자발적이냐 하는 프로그램 참여 형태와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동료평가에 대한 인
식과 기대, 요구되는 멘토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료평가
과정에서 제공되는 대화와 피드백의 내용과 형태도 참가자의 특성과 그룹 구성에 따라 달
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을 도입
하여 실천하고 할 때 고려할 구체적인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으로 동료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경우 수업 공개에 대한 부담
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으며 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수업개선을 위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가 대학에 정착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들 간의 수업공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동료평가 프로
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와 유사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면, 초기에는 수업 개선에 관심이 높고 수업 공개에 부담이 적은 교수들이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성적 목적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신중
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료평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은 동료교수
간 수업 공개와 이에 대한 대화가 매우 가치 있고 유익한 것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동료평가의 효과와 가치를 대학 전체에 확산함으로써 수업 공개의 분위
기를 폭넓게 조성하고 동료 교수간의 협력적 대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형성적 동료평가를 포함하여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는 자신의 수업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개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교수들을 겨냥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Keig, 2000). 만약 신임교수와 같은 특정교수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라면 사전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과정을 자세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끈기 있게 설득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최
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프로그램의 명칭도 ‘동료컨설팅’, ‘동료멘토링’ 등과 같이 바꾸어
동료평가의 도입 의도와 활용목적이 확연히 구분되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한다. 즉, 프로
그램의 목적이 평가가 아니라 수업개선이라는 것을 참여자들에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
하여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료평가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의미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료평가를 수행
하는 짝(pairing)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신임교수의 수업 적응을 도와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배교수가 멘토
가 되어 학교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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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료평가 그룹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가장 효과적으
로 대학교수로서 동료의 전문성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신임교수의 경우에는 대상이 같은 전공의 교수이거나 선배교수일 경우 평가
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으며(Chism, 2007; Harris, et al., 2008),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
이에 좋은 관계가 존재할 때만이 동료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Costello, et al., 2001)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동료평가 프로그램
의 경우에는 신임교수와 유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교수와 짝을 지어주어 수업 공개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수업내용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조
언을 얻고자 하는 신임교수의 기대를 고려하여 교과와 학생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수업내
용의 설계와 수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조언이 가능한 선배교수를 멘토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멘토를 선정하는 과정도 학과 내에서 멘토교수풀(pool)을 먼저 구성
한 후 신임교수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거나 동료평가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리
라 기대하는 교수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부담감을 줄이고 동료평가를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멘티가 자신을 평가하는 멘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면 위
협이나 평가라는 인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omas & Kinchin, 2006).
셋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의 경우 자신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가 매우 구체적이었다. 따라서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 교
수들의 문제의식과 요구에 바탕을 두어 그들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만족한 교수들은 교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동료 교수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므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
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 전 모임 등을 활용하여 수업관찰 전에 동료교수의 요구
를 먼저 파악하여 이에 집중하고, 해결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동료 교수
간에 미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동료교수 뿐만 아니라 수업전문가가 함께 참
여하여 동료교수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나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되
면 훨씬 효과적인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연구참여자가 제안한 것처
럼 교육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임교수의 경우 일정 정도의 수업경험을 통해 자신의 수
업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수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된 후 프로그램
에 참여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공이 전혀 다른 교수들의 경우 수업내용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수업 기술을 중심
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관찰되는 수업유형이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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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등과 같이 특정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동료평가 프로
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공이 다르거나 수업 유형이
다른 경우에 나타나는 이러한 의견은 동료평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업전문가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동료 교수들 이외에 수업전문가가 참여하여 전공이 다른
맥락에서 특정 수업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수업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화과정에서 전공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와
개별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고 이를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강의식 수업 이외의 교수방법이 적용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최근에는 문제중심학습 등 학습자중심
교수법이나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교수방법과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수업이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업유형에 대한 동료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가자 전공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해당 교수방법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Mckenzie, Pelliccione & Parker, 2008).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찰 받고
자 하는 수업유형을 파악한 후 동일한 교수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교수
를 수업유형에 따라 짝을 지어 주어야 한다. 동료교수의 수업을 적절하게 관찰하고 효과적
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업유형에 따른 평가절차, 평가양식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Chism, 2007). 또 가능하다면 사전에 참여교수
들을 대상으로 수업유형에 맞춘 수업관찰 및 컨설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제
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동료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그룹구성이 동료교수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화 시간도 길고 대화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의 폭이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논의 내용도 훨씬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교수들 간에 교육에 대한 토론과 성찰을
확대시키는 멘토링 커뮤니티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순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전문적인 교수법 개발은 일대일 컨설팅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복잡하거나
점진적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문제는 교수자 간의 학습공동체를 통한 동료 컨설팅이 효과
적이다(민혜리, 심미자, 윤희정, 2012). Parks(1992)는 학과 내 교수진 간의 멘토링 커뮤니티
를 활성화함으로써 협력적인 연구 문화와 마찬가지로 협력적인 교육 문화를 대학에서 창
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러 대학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교수커뮤니티와 같은
지원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하고 지원하여 수업
개선에 관심 있는 교수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
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료 교수가 수업에서 직면하는 문제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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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법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성과 향상을 위하여 동료 교수들과 함께 문
제를 진단하고,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교육목표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수업 과정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동료평가 프로그램에는 신임교수와 선배교수로 이루어진 멘
티와 멘토, 또는 상호 멘티와 멘토 역할을 하는 동료교수들, 그리고 수업전문가가 함께 참
여하였다.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참여
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료평가 프로그램이 국내
대학에서 일반적이지 않고 참여 교수들도 수업관찰과 피드백 제공 등 동료평가 과정에 익
숙하지 않다. 따라서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료평가 프로
그램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수업전문가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
반적으로 동료평가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수업전문가는 전체적
인 동료평가 프로그램 일정을 조정하며 협력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동료평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자발성이 중요하므로(Keig,
2000), 수업전문가는 교수의 수업개선을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함으로써 교수들이 자발적이
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수업관찰과 교수들 간의 대화 과정에서
장점을 찾아 지지해 주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참
여 교수들이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필요하
다. 즉, 수업전문가는 동료평가 프로그램에서 안내자로서의 역할, 전문가로서의 역할, 협력
자로서의 역할, 지지자로서의 역할, 사실 발견자로서의 역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대학 수업을 개선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요성을 더해 온 외국의 경우처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 교수들 중 일부를 대상으
로 하였으므로 대학과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수업에 대한 동료 평가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형성적 동료평가 프로그램을 국내 대학에 정착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과 함께 포괄적인 프로토콜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필요와 환경에 맞
게 프로그램을 맞춤화하여야 하므로 각 대학 유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동료평가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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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Formative Peer Review of Teaching Program in Higher Education
Shin, Jong Ho (Ajou University)
Recently, universities in korea have interests in the peer review of teaching, which is
implemented from foreign universities for a long time as one of the tool to improve
teachings in higher education. For such, Shin & Hong (2013) developed program models for
peer review of teaching that is adaptable to domestic universities to improve teaching
quality, and proposed to start the formative peer review program in priority.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appeared according to forms of progra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ogether with the effect of peer review by analyzing formative peer review of
teaching program cases at A university in Korea as a follow-up study of such. First of all,
the result of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eer review confirmed that the formative peer
review program could contribute to expansion of cooperative educational culture to improve
teaching by activating open classes and communication between and among colleagues.
Moreover, Faculties could learn specific teaching techniques to analyze problems during
teaching and improve teaching, and in case of same major groups, they could have a
discussion as considering subject contents, major and student characteristics and could
exchange feedbacks through participating in the peer review program. Furthermore, the peer
review program played a role of motivating internally to continue to develop teaching
expertise for faculty. Second, the result of analyzing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forms of
peer review program an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howed the different opinions on
recognition, expectation and qualification of mentors on peer review depending on the
motive of program participa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ven the peer review has
the formative purpose. Moreover, it could be checked that the communication and the
feedback contents and forms provided during the procedure of peer review are chang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group pairing.
Key words : Formative peer review of teaching, Faculty development, Peer mentoring

- 3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