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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기반사회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인 필요와 대학의 양적팽창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반성으로 대학은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은 “학습자중심체제”와 “교수역량 개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고도화된 지식
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대학의 경쟁력과 질적 제고가 강조됨에 따
라 교수역량의 개발은 각 대학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학마다 다양한 교수법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새
로운 교수법의 소개나 특강 등이어서 교수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교수들의 요구
를 반영한 교수법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각 교수들의 교수역량 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양은하(2010)가 개발한 교수역량진단검사를 사례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변화필요도 지수를 바탕으로 교수법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진단검사를
통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법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통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고, 각 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핵심어 : 교수역량, 교수법 프로그램, 교수역량진단검사, 교수학습지원센터, 강의평가, 4차 산업혁명

Abstract
The university faced the need for reform and change because of the social needs of accelerating the
knowledge - based society and the reflection on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due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university. As the 21st century approaches, the paradigm of university
education is centered on two axes: "learner-centered system" and "development of teaching capacity.” The
development of teaching capacity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universities as it emphasizes the
competitiveness and quality improvement of universities as a core task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sophisticated knowledge - based society.
Many universities have various kinds of teaching programs, but most of them do not properly refl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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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s of professors, such as introductions and lectures on new teaching methods provided by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centers. In order to provide a pedagogical program that reflects the needs of
professors, the diagnosis of faculty competencies should be given priority.
In this paper, we applied the diagnostic tests developed by Yang Yang - ha (2010)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colleges and examined the development of the teaching method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change necessity index. In the case of the pedagogical training program based on competency through
diagnostic tests, it is possible to develop a common program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whole
organization, and it is possible to provide a small number of customized programs by providing various
programs reflecting individual needs.
Keywords : teaching competency, teaching program, teaching competency diagnostic test,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center, lecture evaluati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 서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진 이후 향후 지식기술의 중점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10개의 선도 기술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리학 기술로는 무인운송수단·3D프린팅·첨단 로봇공학·신소재이고, 디지털 기술로는
사물인터넷·블록체인·공유경제, 생물학 기술로는 유전공학·합성생물학·바이오프린팅이다. 이러한 기
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산업이 발
전의 동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와 대학의 양적팽창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반성으로 대학은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고등교
육 종합발전 방안 과 2014년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을 발표하고 대학교육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획은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었다[2].
4차 산업혁명기의 교육은 ‘인간이 비교우위를 갖는 역량’, ‘대중화를 넘어서 고급화’, ‘평생학습의

시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소통, 협업 등의 역량
을 갖추고, 일자리 양극화 현상에 따라 고숙련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야 하며,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 더욱 짧아질 것이고 공급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스스로 반응하는 시장기능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에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3].
연세대학교 허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대학교육은 네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
다고 보고 있다. 첫째, 전문 분야별 장벽이 사라져가는 미래 산업 형태를 고려하면, 한 가지 전공
분야에 대한 일률적인 교육에서, 적어도 두 전공 분야의 깊이 있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
로 바뀌어야 하며 다양한 시각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과목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통해
비슷비슷한 특징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학과별로 차별화된 강점을 가
진 졸업생을 배출해야 한다. 셋째, 석사 이상의 학위와 전문성을 지향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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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은 그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넷째, 위의 세 가지 과제가 비용의 증가 없이 수행돼
야 한다. 현재 대학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4].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은 “학습자중심체제”와 “교수역량 개발”이라는 두 축

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고도화된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대학의 경쟁력과 질적 제고가 강조됨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5]. 학
습자 중심체제가 수업장면에서 실현되면서 기존의 강의중심의 교수법에서 다양한 교수방법이 도입
되고 실험되고 있다. 더욱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등장하고 있다. '칸 아카데미(Khan Academy)', '무크(MOOC)' 등의 인터넷 동영상
교육뿐 아니라 강의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한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 개별화 교육, 메이
커 교육 등[6] 교실의 형태도 바뀌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지식을 생산해내고 보급하는 창구로서의 대학의 핵심적인 기능인 ‘교수역량’의 제
고는 변화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의 역할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교수법의 확산, 강의평가제의 비중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역량강화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수법지원과 강의평가
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국가차원의 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각 대학들은 앞 다투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두어 교수지원을 하고 있다.
교수지원의 내용은 새로운 교수법 소개,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컨설팅, 수업포트폴리오를 통한
우수교수사례 발굴 및 보급, 교수법 동아리 지원 등 학교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한 강의평가제의 경우 강의평가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데, 최근에는 교수들의 성과평가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역량의 강화를 위해
서는 대학교수 개개인의 교수역량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마다 다양한 교수법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
하는 새로운 교수법의 소개나 특강 등이어서 교수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교수
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수법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각 교수들의 교수역량 진단이 우선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미 개발된 대학교수역량 진단도구(양은하, 2010)를 사용하여 교수의 역량을 기
반으로 하는 교수법 향상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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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역량진단검사
2.1 교수역량의 개념
역량은 조직의 성과와 조직경쟁력을 목표로 규명되는 것이며, 우수한 수행에 대한 준거를 설정
할 수 있다[7]. 이것은 역량이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준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수는 교육내용 전달자로서 대학에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과정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교수학습과정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대학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해 대학교수의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과 교수활동의 효과성, 즉, 교수효과성(teaching
effectiveness)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교수역량이란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효

과적인 교수활동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개인적 성향,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적 집합체로 교수학습
과정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다[8].
교수역량은 대학교수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교육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
되는 지식, 기술, 행동, 가치, 태도 등으로 정의한다. 또한 교수역량은 교수의 기능적인 역량들의
집합체인 ‘강의역량’과 강의역량을 발휘하는 데 기본이 되는 역량들의 집합체인 ‘기본역량’의 두
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9].

2.2 교수역량진단도구의 구성
양은하(2010)[8]는 교수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교수역량 문항
을 추출하고 학교경영진 인터뷰, 행동사건 인터뷰, 초점집단회의, 델파이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수
역량모형을 개발하였는데, 2개의 역량영역과 15개 역량을 설정하고, 각 역량에 대한 정의와 15개
역량을 설명하는 51개의 행동지표를 구성하였다.
역량영역은 크게 강의역량과 기본역량의 2개로 되어 있는데, 강의역량영역은 확고한 교육철학,
전문적 교과지식, 강의개발, 강의운영, 퍼실리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성취도 평가 및 피드백, 강의
효과성에 대한 자가진단 및 성찰의 총 8개의 역량이다. 기본역량영역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 직업
윤리 및 도덕적 가치, 열정적 태도,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 다양성의 존중, 자기개발 및 글로벌
마인드의 총 7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강의역량영역과 기본역량영역의 각 역량들은 대부분 그 역
량을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표들로 설명되는데, 강의역량영역의 8개 역량을
설명하는 행동지표는 총 30개, 기본역량을 설명해주는 행동지표는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역량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의역량 중 확고한 교육철학은 학생들을 가르치
는 이유, 교육철학 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주관을 말한다. 전문적 교과지식은 전공과목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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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전문적ž일반적 지식의 보유 및 활용능력을 말하며, 강의개발은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사전에 학습자를 비롯한 교수 내, 외적 환경요인을 분석하여, 교육내용을 설계하고,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능력이다. 강의운영은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교수매체와 자료를 활용하여 강
의를 도입, 전개, 종합 정리하는 등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하며, 퍼실리테이션은 학생들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능력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은 교수자가 효과적인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생들
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 전달,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며, 성취도 평가 및 피
드백은 학생들의 학습성취와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실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이다.
자가진단 및 성찰은 효과적인 강의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강의능력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의 부
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역량 중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 성취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도
를 말하고, 직업윤리와 도덕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 및 태도를 솔선수범함으로써 학생의 모범이 되
려는 자세이다. 열정적인 태도는 가르치는 과목과 학생에서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열중하는
태도를 말하며,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학생을 가족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필요
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태도이다. 다양성의 존중은 학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며, 다양한 견해와 입장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자세이고, 자기개발은 배움의 자세를 늦추지
않고, 역량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말한다. 끝으로 글로벌 마인드는 세계인과
의 적극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학교와 학생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이다.
CFA 기반 구인신뢰도 추정결과 강의역량영역에서는 CR=.869로, 기본역량영역에서는 CR=.783으

로 구인신뢰도인 CR의 기준을 충족시킨다[8].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학교(충남지역 4년제 대학인 ‘C대학’)의 상황에 맞추어 강의역량 28문
항, 기본역량 23문항으로 구성하여 3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21개의 유효설문지의 결
과를 분석하였다.

2.3 교수역량진단검사의 해석
교수능력의 개발과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교수역량의 현재수준이 파악되어야 하고 어느 영역에
서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변화의 필요를 규명하는 과정을 변화
필요(교육요구)분석이라고 한다. 변화필요도 분석은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격차를 확인하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과정과 절차이다[9].
역량을 기반으로 변화필요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는데, IPA 매트릭스와 Borich
의 필요분석모델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다.
IPA 매트릭스 분석은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측정하여 2차원 도표에 각 위치를 표시하

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중요 속성을 4분면에 표시함으로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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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집중해야 할 영역, 현수준을 유지할 영역, 과잉 투자된 영역,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해준다. IPA 매트릭스는 효과적인 분석방법이지만 차이 값이 근소하거나 비교할
값이 많은 경우에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른 분석방법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Borich의 변화필요도 분석은 비교할 차이 값이 근소하여 차이 값의 비교가 어려울 때 보완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수들에게 우선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역량
을 분석하기 위하여 Borich 의 공식을 적용하였다. 필요분석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필요
가 있다고 분석하는 방법이고, 목표기반 필요분석은 대다수가 인식하는 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에 근거하여 요구를 분석하는 방법이다[10].

2.4 진단검사 결과
교수역량진단검사를 통해 연구대학의 21명의 대학교수의 검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역량별 중요도
와 실행도를 표시하게 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변화필요도 지수를 얻었다.
변화필요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집단에서 밝혀진 변화필요도는 역량내의 순위로는 강의역량에서
는 강의효과성에 대한 자가진단 및 성찰(2.4852)이 가장 높았고, 확고한 교육철학(1.568), 강의개발
(1.4016), 퍼실리테이션(1.3184) 등의 순이었고, 기본역량에서는 글로벌마인드(1.833)가 가장 높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1.7682), 열정적 태도(1.4432), 다양성 존중(1.1691) 등의 순이었다. 전체 순위로
는 강의 효과성에 대한 자가진단 및 성찰이 제일 높았고, 글로벌 마인드, 학교에 대한 자부심, 확
고한 교육철학, 열정적 태도, 강의개발 등의 순이었다.
[표 1] 전체 변화필요도 지수와 순위
[Tab. 1] Total Change Needs Index and Rank

역량
확고한 교육철학
전문적 교과지식
강의개발
강의운영
퍼실리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성취도평가 및 피드백
자가진단 및 성찰
학교에 대한 자부심
직업윤리 및 도덕적 가치
열정적태도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
다양성존중
자기개발
글로벌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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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4.48
4.67
4.38
4.37
4.12
4.59
4.52
4.36
4.21
4.65
4.51
4.3
4.33
4.41
3.9

실행도
4.13
4.43
4.06
4.28
3.8
4.32
4.29
3.79
3.79
4.49
4.19
4.07
4.06
4.21
3.43

중요도-실행도
0.35
0.24
0.32
0.09
0.32
0.27
0.23
0.57
0.42
0.16
0.32
0.23
0.27
0.2
0.47

지수
1.568
1.1208
1.4016
0.3933
1.3184
1.2393
1.0396
2.4852
1.7682
0.744
1.4432
0.989
1.1691
0.882
1.833

역량내 순위
2
6
3
8
4
5
7
1
2
7
3
5
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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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순위
4
9
6
15
7
8
11
1
3
14
5
12
10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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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한 개인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 무작위로 한 교수의 사례를 뽑았다. A교수는
여성으로 주로 이론 강의과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간호대학에 소속되어 사례대학에 8년차 근무 중
이고 강의경력은 총 12년이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교수이다.
A교수의 경우 역량별로 보면, 강의역량에서는 강의개발(4.38)이 가장 높았고, 전문적 교과지식
(3.13), 확고한 교육철학(1.52), 강의운영(1.27), 퍼실리테이션(1.03) 순이었고, 기본역량에서는 다양성

존중(4.33), 글로벌 마인드(3.9), 직업윤리 및 도덕가치(1.1625), 학교에 대한 자부심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의개발이 가장 높았고, 다양성 존중, 글로벌 마인드, 전문적 교과지식, 확고한
교육철학 등의 순이었다.
[표 2] ‘A’ 교수 변화필요도 지수와 순위
[Tab. 2] Change Needs Index and Rank of Prof. ’A’

역량
확고한 교육철학
전문적 교과지식
강의개발
강의운영
퍼실리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성취도평가 및 피드백
자가진단 및 성찰
학교에 대한 자부심
직업윤리 및 도덕적 가치
열정적태도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
다양성존중
자기개발
글로벌마인드

중요도
4.67
5.00
5.00
4.86
4.25
4.67
5.00
4.00
4.00
4.75
4.75
4.5
4.67
4.00
4.00

실행도
4.33
4.33
4.00
4.57
4.00
4.67
5.00
4.00
4.00
4.5
4.75
4.5
3.67
4.33
3.00

중요도-실행도
0.34
0.67
1.00
0.29
0.25
0.00
0.00
0.00
0.00
0.25
0.00
0.00
1.00
-0.33
1.00

지수
1.52
3.13
4.38
1.27
1.03
0.00
0.00
0.00
0.00
1.1625
0.00
0.00
4.33
-1.4553
3.9

역량내 순위
3
2
1
4
5
6
6
6
4
3
4
4
1
7
2

전체순위
5
4
1
6
8
9
9
9
9
7
9
9
2
15
3

3. 결론
이상과 같이 양은하(2010)가 개발한 교수역량 진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해 보았다. 진단
검사를 통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법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
통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각 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교수역량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법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할 때, 전체교수를 대
상으로는 강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의 효과성에 대한 자가진단 및 성찰 역량을 위해 중간고
사와 기말고사 전 주에 학생들에게 수업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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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보완점을 발견해내고 다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례적인 워크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또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할 수 있는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를 통한 교수법이나 영어, 중국어
프리젠테이션법, 영어로 하는 수업 우수사례 등의 교수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강의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새로운 교수법을 소개하고 전공과목에 적용하는 방법
을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
확고한 교육철학이나 강의개발, 퍼실리테이션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작성
법, 새로운 강의법 소개 및 적용을 위한 워크샵이나 세미나 개최, 퍼실리테이터 자격과정 등의 코
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본역량에서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 열정적 태도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1박2일 혹은 2박3일의 학교비전 공유를 위한 비전캠프 등을 통해 애교심과 직업에 대한 열
정 등을 세울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A교수의 경우 강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수법을 자신의 과목에 적용해 보는 과정을

수업촬영을 통해 마이크로 티칭을 실시하고, 수업계획서 컨설팅과 수업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하게
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양성 존중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이해나 인권교육, 청
년의 이해 등의 강좌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여 학생들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글로벌 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해 교내에서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
연수나 해외 학술대회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어 강의경력, 전공, 학문, 과목, 주 강의법의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시할 수 없었으나, 전수조사를 할 경우 전체 교수를 대상으
로 하는 교수법 연수 프로그램과 전공과 계열, 학문의 특성, 주로 사용되는 교수법의 종류, 각 개
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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