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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학의 질과 대학 경쟁력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최근 대
학교육역량 강화가 고등교육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많은 교육
선진국들은 대학 교육 기능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 또한 지난 2008년부터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착수하면서 연구에 치중하였던
국내 고등교육 정책의 초점을 교육중심대학과 학생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하지만, 연구에 비해 교육은, 특히 교육성과는 평가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적극
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교육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학의 교육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의 정부 정책 동향과 대학
의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국제동향 분석에 대상이 된 국가는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 5개
국이다. 이들 국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관련 정책을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검토
하고, 동시에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조한 정부 사업의 목표, 재정지원 및 운영방식 등이
대학 교육의 질 제고에 미친 영향을 살피며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
였다.
앞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
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각 대학의 효율적인 정책 운영은 물론
정부의 대학 교육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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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대학의 질과 대학 경쟁력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최근 대학
교육역량 강화가 고등교육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많은 교육선진국들은 대학 교
육 기능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부터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착수하면서 연구에 치중
하였던 국내 고등교육 정책의 초점을 교육중심대학과 학생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와 대학이 교육 기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
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 기능을 강
화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단
계이다. 아직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 문제의 심각성과
처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수준이다. 이제 시작된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문
제점을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
안의 하나로 주요국들의 정책 동향과 전략을 분석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보다 먼저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와 이에 대한 처방을 고민한 외국의 정부 정책과 대학들
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대학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의 정부 정책 동향과 대학
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국제동향 분석에 대상이 된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 대학의 자율성과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
려는 미국, 고등교육 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호
주와 영국, 탄탄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고등교육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독일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교육역량 분석 틀 개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을 ‘학생의 학습성과 제고에 기여한 대학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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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설정에 근거하여,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부
와 대학이 추진하는 제반 정책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을 제시하고 분석 틀을 설계하였다. 교육 정책의 이론적 틀로 널리 사용되는 투입과정-산출의 체제 모형을 기본 축으로 설정한 후, 대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작용하여 학
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환경적 요인, 특히 교육 환경적 요인 중에서 대학 당국이
제도적 또는 교육적 처치에 가할 수 있는 요인을 범주화 하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교육 환경 요인 중 교육프로그램, 학습 지원 시스템, 교수역량개발, 학습성과 평
가 시스템을 대학교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제도적, 교육적 처치 요인으로 파
악하여 분석 틀에 포함하였다.

❏ 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
4장에서는 5개 분석 대상국별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상세히 조사･분석한 후 이들 5개국의 정부 정책을 종합･비교하였다. 분석
대상국 정책의 종합･비교는 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 추진체제, 대표적 정책 및 프로그
램의 내용, 추진 전략 등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과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
다. 이는 국･공립 대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나 영향
력 행사가 강력한 독일, 호주,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 환경을
지닌 일본과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존중되는 미국에서도 최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
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개입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둘째, 각국이 추진 중인 정책을 검토한 결과,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우선, 정부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꼭 필요로 하지만
개별 대학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대다수 대학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
결해 주는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네트워킹
이다.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중 일부는 단위 대학의 노력만으로 수행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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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과업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수행 중인 FIPSE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정
부가 다양한 사업단 구성을 허용함으로써 중등교육기관과 대학이 협력하여 대학수학준
비도 제고―신입생 선발―대학 입학 후 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
었다.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Quality Pact of Teaching 사업에서도 이러닝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간 컨소시엄 또는 대학과 연구소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 간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
부가 사업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 간 경쟁과 대학혁신의 조장자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개국 정부 모두 공모 사업 형태의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동기화 하고
있었다. 셋째,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개관한 결과 정
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부 정책이 집
중되는 영역은 대학교육 성과평가에 초점을 둔 대학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혁, 대학교육
기회 확대,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여건 및 성과 개선, 특정 학문 분야 육성 등이다.
주요국 정부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을 정비해 나가고 있었다. 미국 매사추세츠와 조지아 주정부는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지
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활용해 주 전체 대학의 성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개별 대학이 벤치마크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영국 정부도 고등교육재정위
원회(HEFCE) 등을 활용해 대학교육의 여건과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
인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호주는 국가자격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수준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성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여건 및 성과 개선을 직접 지원하는 모
습도 전체 분석대상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재정지원 사업의 규모나 주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정부는 혁신적인 교수
법 개발을 독려하고 교육에 뛰어난 성과를 낸 교원을 격려하는 등 대학교육역량의 핵심
요인인 교수･학습 실제를 개선하고자 직접 지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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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석 대상국에서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 대학이 직면한 대학교육력 저하가 고등교육 대중화
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대학교육역량 강화의 출발점이 대학에 유입되는
학생의 학업준비도 제고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의 FIPSE 프로그램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이 입학자원발굴과 이들의 학업준비 수준에 대한 선제적인 처방을
대학교육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주요국 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개관한 결과, 특정 학문 분야 지원책이 대
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수학(Mathematik), 정보통신과학
(Informatik),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 공학(Technologie) 등 이른바 MINT
전공 학생들을 지원하는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과 STEM 분야 교육성과를 관리하고자 하
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학교육의 사회경제적 적
합성 제고 및 국가 인적자원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이 현재 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임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라는 과업과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의 연계를 강화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는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 운영 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단일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
정부가 수행하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재정지원사업에서는 단일 대학뿐만이 아니라 대학
내 학과(예. 영국), 대학과 중등학교의 연합(예. 미국), 여러 대학이 연합한 컨소시엄
(예. 미국, 독일), 대학이 연구소나 유관기관과 연합한 컨소시엄(예. 미국, 독일), 여러
대학이 연합한 컨소시엄이나 대학과 기업의 연계 컨소시엄(예. 일본) 등이 사업 수혜자
로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업단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① 대학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어렵거나, 연합해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② 특히, 전체적으로 정부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내
용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은 현재 단위 대학에만 지원하는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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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 주요국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정책 동향
5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대학 사례
를 발굴하여 이를 소개하였다. 미국 6개 대학, 영국 4개 대학, 호주 4개 대학, 일본 7개
대학, 독일 1개 대학 등 총 23개 대학 사례가 수집･분석되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교육역량강화 정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4개 정책 영역별(교육 프로그램, 학생
지원 시스템, 교수역량강화, 학습성과 평가)로 파악된 국제동향을 정리하였다.

▮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대다수 대학들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도입 또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차원의 개혁은 대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도입
과 대학교육의 사회･경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도입으로 양분되었다. 이
밖에 소수 사례이지만 학부생들의 연구력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별 대
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교육성과를 명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교육프
로그램을 개편하려는 시도(호주 멜버른 대학, 일본 히로시마 대학)도 관찰되었다.
대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과정은 주로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을 돕기 위한 신입생 세미나, 기초 인문학 과정, 글쓰기와 말하기 등 의사소통능력
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과정 등이다(예. 미국 마이애미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일본 오사
카 시립대학, 독일 포츠담 대학 등). 최근 각국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고하는 일이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이 가
속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대학생들의 노
동시장 적응력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
학교육의 사회･경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도입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

v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다. 주로 기업 또는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교육과정 도입은 교육중심대학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총 210시간 이상의 장기적 운영, 부동산･건축 등 도시형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이 특색 있고 실질적인 현장 훈련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일부 연구중심대학이 시도한 학부생들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국내
대학이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
초연구프로그램, 일본 토호쿠 대학의 ‘학습의 전환을 추구하는 연구대학형 소수교육-기
초세미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들 대학은 연구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
진과 연구기회, 연구시설, 소수 정예의 학부과정 등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학부생들에게 인텐시브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일
찍이 연구의 즐거움과 고도로 전문화된 교수･학습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사례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목표
및 교육성과와 연계한 전체 교육과정 개편 노력이다. 개별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과 졸
업생들에게 기대하는 학습목표 및 학습성과를 명료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해 대학 차원의 교육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ttee)를 구성, 학생들이 이수
해야 할 전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해외 대학 사례(호주 멜버른 대학)는 교
육프로그램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손꼽을 만하다.

▮ 학습 지원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역시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정책의 중심축이다.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학습 지원 시스템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 대학
내 학습 지원 시스템의 역사는 짧지 않다. 이들 대학에서 학습 지원 시스템이 자리를 잡
으면서 초기에는 글쓰기나 논문작성 등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글쓰기와 말하기를 포함한
의사소통능력 제고 지원, 학습전략설정 지원, 학습문제진단 클리닉 등으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었다. 둘째, 재학 중에 한정되었던 학습 지원 시스템 적용 시기가 점차 확
대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 지원 시스템 확대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예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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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다. 일본 쇼호쿠 단기대학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교 졸
업대상자들이 탄탄한 대학수학능력을 갖추도록 대학이 적극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일
부 미국 대학들은 다양한 인재확보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잠재력을 갖춘 인
재를 조기발굴한 후 학습 지원을 제고함으로써 이들의 대학 진학과 적응을 돕고 있었는
데 이는 한층 진화된 모습의 학습 지원 시스템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포츠담 대학
이 개발한 대학생 생애 주기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학습 지원 시스템 확장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포츠담 대학 사례에서는 대학 진입 시점과 대학에서의 학습
과정 시점, 그리고 사회진출 시점 등 3단계별로 특화된 학습 지원 시스템을 볼 수 있었다.

▮ 교수역량 강화
교수역량 강화는 대학생들의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대학이 추진 중인 교육
역량강화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국 대학들은 교수역량 강화와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관련 동향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이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었다. 과거 교수집단에 한
정되었던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수업을 지원하는 수업조교
와 시간강사, 연구직 교수, 더 나아가 일반 교직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교수역
량강화 프로그램의 구성 또한 교수법, 강의 컨설팅이나 세미나 등 보편적인 내용부터 수
강생들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강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소그룹
수업 진단(미국 마이애미 대학), 교수의 글쓰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미국 버클리 대학),
교육과정 설계, 교육에 대한 철학과 자기성찰 및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다. 특히 교수능력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영국 대학들은 대
학원생, 시간강사부터 대학교수 및 교직원과 연구직을 위해 직위별, 영역별 전문성을 강
화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일본은 FD(Faculty Development)라는 이
름으로 교수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교수는 물론 신진연구인력
과 직원(SD: Staff Development)의 역량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었다.
둘째, 수업 지원 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교수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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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국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수업 지원 인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외국 대학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수업 조교에 대한 훈련의 강도를 높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을
포함한 지원 수준을 강화하며, 수업 지원 인력의 튜터링이 교수의 수업과는 차별화 되도
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대학이 운영 중인 튜토리얼 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학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세밀한 지도를 가능케 하였다.
셋째, 교수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 교육 우위의 문화가 학내
에 정착되도록 힘쓰고 있었다. 교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다양하다.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우수강의(또는 교육자) 시상 이외에 교수법 혁신이나 교육과정 개선에 힘쓰
는 교원을 위한 재정적, 프로그램 차원의 지원,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들의 공동 대
응 장려 및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대학의 인센티브 제공이 교수의 개인적 노
력에 대한 공적 인지도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교수들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표준화된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교수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국내 대학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
가 차원에서 마련된 교수역량 강화 가이드라인을 대학이 적극 활용하여 어느 정도 표준
화된 교수역량강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물론 대학이 자체적인 대학
사명이나 교육 목표, 여건에 맞추어 교수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나 시스템
차원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교수역량의 질 관리에 힘쓰고
있었다. 또한 이미 보편화된 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외에 ‘교수학습자격과정’이나 ‘교수학습학위과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의 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 학습성과 평가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
가 학습성과 평가이다. 연구에 비해 교육은, 특히 교육성과는 평가가 어렵다는 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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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학교육의 책무성이 강화
되는 상황 속에서 학습성과 평가가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
다. 학습성과 평가와 관련한 각국 대학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평가방법과 평가내용, 제
도화 정착 수준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주요국 대학들은 대학생의 학
습성과 평가의 기본틀을 세우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었다. 미국 마이
애미 대학은 교수들을 위해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대학은 학습성과 평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은 포괄
적이면서도 상세한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영국 대학들도 대학
재정지원위원회(HEFCE)가 관리하는 국가학습성과평가 시스템(National Student Survey)
을 적극 활용하여 종단 및 횡단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자교의 교육역량을 모니
터링 하고 있었다. 일본은 학위수여기구(NIAD-UE)를 통해 대학의 역량을 평가하고 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되
고 있어 재정투입의 효과성와 효율성 점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들 외국 대
학의 사례가 국내 대학의 학습성과 평가 설계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 정책 제언
이상의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정부와 대학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 먼저 정부 차원의 정책 제언은 ‘정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높은 정책 영
역 발굴’,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재구조화’,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재정 지원 확
대’ 등 3개 영역에 걸쳐 총 10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세부 정책 과제는 다음
과 같다. ‘정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높은 정책 영역 발굴’ 측면에서는 국가
수준의 대학교육 학습성과 평가 체제 구축, 벤치마크 사례 발굴 및 확산, 대학교육 질 관
리 제도 정비, 교수교육 및 교육연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4개 과제를 제안하
였다.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재구조화’ 측면에서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내용의
다각화, 대학 간 연계, 중등-대학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고등교
육 개혁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 강화, 대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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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지원의 장기화, 정부와 대학 간의 의미있는 역할 분담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다음
으로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재정 지원 확대를 마지막 정부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대학 차원의 정책 제언은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전략적 추진체제 구축’, ‘교수역
량강화 체제 개선’, ‘학습 지원 체제 개선’, ‘학습성과 평가 체제 구축’, ‘교육 프로그램의
질 및 적합성 제고’ 등 5개 영역에 걸쳐 총 12개 정책과제로 구성하였다. 우선, ‘대학교
육역량 강화 사업의 전략적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하는 통합관리조직 구성
등의 2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수역량강화 체제 개선을 위해 수업 지원 인력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교수역량강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교육우위의 대학문
화 확산, 강의평가 다원화, 혁신, 강의 중심 교수 우대 정책, 교수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및 교육자격과정 운영 등 5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습 지원 체제 개선’ 영역의 세부 정
책 과제로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적용 시기 확대,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도입･확대, 학습을 위한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 등 3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학교육역량 강화 노력의 산출물에 대한 평가 방안 개선을 ‘학습성과 평가 체
제 구축’ 영역의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학제
간 교육과정 강화를 통한 교육역량 제고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대학교육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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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1. 연구의 필요성과 및 목적
대학의 질과 대학 경쟁력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최근 대
학교육역량 강화가 고등교육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많은 교육선진국들이 대학
교육 기능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 대학의 자율성과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 고등교육 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호주와 영국, 탄탄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고등교육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핵심적인 고등교육 정책과제로 인
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김병주 외 2009; 채재은 외, 2009).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양질의 노동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경제구조로 인해 인적자원의 질은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우수한 인적자
원 양성의 필요성과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비판은 고등교육 정책 담론
의 해묵은 주제였다. 오랫동안 논의는 무성했으나 정부나 대학 모두 대학교육의 문제점
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
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 특히 지난 2008년과 2010년부터 시작된 정
부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수의 연구성과에만 치중해 왔던 국내 고등교육 정책의 초점을
학부중심대학과 학생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사업들은 사업의 목표,
재정지원 및 운영방식 등에서 대학의 입장을 대폭 반영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
역량 제고 노력을 이끌어 내었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조한 정부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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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 학생들의 배움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와 대학이 교육 기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시
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
재 추진 중인 정책이 대학교육의 성과, 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대학의 책임, 대학의 교
육역량과 대학 경쟁력의 연계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러나 대학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단계이다. 아직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가 해결되었
다기보다 문제의 심각성과 처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수준이다. 고등교육 정책
에서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에서 대학원이 아닌 학부교
육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크지 않다1)(김병주 외, 2010). 정부 재정지원사업
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학교육역량 강화의 방향성에 있다. 대학교육역량이 고
등교육 정책의 화두로 등장하였으나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대
학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나 대학 모
두 분명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다.
대학교육역량 강화의 구체적 방향성 부재는 고등교육 정책 운영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표출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정부와 대학이 수행 중인 정책과 프로그램
들이 타당성, 포괄성,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 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운영되
고 있다. 대학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이나 교
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충분한가? 현재 대학들이 시도하고 있는 각종 교육역량강화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대학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처방적 조치로서 교수･학습의 실질적
인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는 정부 정책 운영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예컨대,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서 대상
대학 선정과 재정배분,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평가준거에 대한 비판이나 참여대학이 수
행하는 사업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정부나 대학 차원의 사업성과를 어떻게

1)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중 대학원 중심 연구지원사업은 약 1조2천억원 규모이나 학부수준 교육
지원 사업은 약 4천억원에 불과하다(김병주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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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문
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시작된 대학교육역량2)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요국들의 정책 동향과 전략
을 분석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와 이에 대
한 처방을 고민한 외국의 정부 정책과 대학들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대학에 필요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각국이 고등교육 개혁을 착수하고 2000년대 들어 그
결과가 가시화되면서 주요국의 고등교육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시도가 활발하였다(신현
석, 2005; 유현숙 외, 2005; 채재은, 2009). 2000년대 중반에 수행된 주요 고등교육 국
제동향 연구를 살펴보면, 규제, 거버넌스, 재정, 평가 등 고등교육 정책의 굵직한 주제
들을 분석 축으로 삼아 고등교육 체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고등교육 체제 변혁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후 정부와 대학의 관심이
교육 문제에 쏠리면서 교육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둔 외국동향 분석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
고 있다(노관범, 2009; 민혜리, 2004; 조형정 외, 2009). 하지만, 선행연구는 분석주제,
분석범위, 분석대상국, 분석 틀의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대학교
육역량 강화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 선행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를 대학교육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연구가 부족하다. 많은 연구가 외국
의 정책 동향이나 우수 사례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연구 초점을 대학교육역량에
맞추고 있지 않아 대학교육역량 강화에 관한 시사점 도출이 불충분하다(신현석, 2005;
유현숙 외, 2005; 채재은, 2009).
둘째, 대다수 국제동향 연구들이 대학교육의 초점을 교육과정이나 교수법 등 특정 분
야에 국한하여 사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교육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외국 정부나 대학들

2) 이 연구에서 대학교육력과 대학교육역량은 동일한 개념을 담은 용어로 간주한다. 일본 동경대학 교수인
가네코는 대학교육역량을 “대학교육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의하였다(가네코, 2007, p.16).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역량을 “학생에게 작용하여 학생의 학습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대
학교육의 영향력”이라고 규정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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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미흡하다. 많은 선행연구가 교
육과정(노관범, 2009), 교수법(민혜리, 2004), 교육을 반영한 질 보장 체제 개선(조형성
외, 2009) 등 세부 주제만을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이 때문에 대학이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적 처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대학교육역량 강화에 필요한 풍부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높은 정책
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구성
을 거시적,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을 포함한 분석 틀을 설계･활용하지 않아 대학교육역량 강
화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세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다. 동 제한점은 대학교육역
량 강화의 방향성 부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방향성 부재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을 대학교육의 성과로 간주할 것인가, 대학교육 성과와 연계되어 있으며 정
부와 대학의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사항이다.
대학교육의 성과와 이에 연계된 제반 요인들로 구성된 분석 틀을 마련한다면 대학교육
역량 강화의 방향성 부재로 인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전체적 구성의 적합성을 점검할 때도 이러한
분석 틀이 요긴하게 활용될 것이다.
넷째, 정책 동향이나 사례 분석 대상이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선행연구
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관련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국 정책 동향
이나 사례 분석이 미국과 영국 등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적인 고등교육 강국
으로 인정받는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정책과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하는 시도는 당
연하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견고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여 활발한 대학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호주,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대학교육역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 일본, 그리고 독일 등 유럽의 교육 강국에서 추진되고 정부 정책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대학이 추진 중인 교육역량강화 정책이나 프로그램 사례 연구가 부
족하였다.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이 출범하면서, 교육역량강화 정책의 설계와 이행이
각 대학에 맡겨졌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개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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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이나 사례도 중요해졌다. 이러한 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 동향과 더불어 대학 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인식에 터하여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
되고 있는 외국의 정부 정책 동향과 대학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육역량의 분석 틀을 설계한다. 동 분석틀을 통해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
해 처방적 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정책 영역이 구체화될 것이다.
둘째, 주요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국제동
향을 파악한다.
셋째, 주요국 대학이 추진 중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이나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다.
넷째,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와 대학 차원의 정책 과제를 제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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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가. 대학교육역량의 분석 틀 개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대학이 추진하는 제반 정책과 프로그램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을 제시하고 분석 틀을 설계한다. 교육 정책의
이론적 틀로 널리 사용되는 투입-과정-산출의 체제 모형을 분석 틀의 기본으로 삼는다.
분석 틀 개발 작업은 학생들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해 개별 대학이 제도적, 교육적 처치
를 가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을 구체화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나. 대학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의 정책 동향과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
분석한다. 여기에서 분석 대상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만이 아니라 개별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이나 정책 사례를 포함한다. 분석 대상국은 미국, 영국, 호
주, 일본, 독일이다.

다. 대학교육역량 제고 방안 도출
대학교육역량의 분석 틀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외국의 관련 정책 동향 및 프로그
램 동향을 분석한 후, 이에 비추어 국내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상의 정책 과제를 고찰해
본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과제와 대학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대안을 도출한다. 정책 제언은 분석 틀에서 제시한 교육 프
로그램, 학습 지원 시스템, 교수역량개발, 학습성과 평가 등 제반 영역에 걸쳐 폭넓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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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대학교육역량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헌 연구를 실시한다. 첫째,
대학교육 성과의 유형과 분류체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대학교육 성과의 핵심영역을 다룬 문헌을 연구한다. 둘째, 교수학습 개
발, 교육과정, 평가 및 피드백 등 대학교육 성과의 영향을 주는 요인별로 관련 선행연구
들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외국의 정책 동향 및 우수 사례 분석을 위해 국내외 문헌을 연
구한다. 또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초적인 현황 자료를 확보한다.

나. 전문가 협의회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 교수･학습 전문가, 기초교양교육 담당자, 대학생 진로 및 학사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등을 활용한 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설계 검토
- 연구의 방향 및 세부 내용 검토
- 외국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 대상국 선정

○ 대학교육역량 개념 정립 및 분석 틀 개발
-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 검토
- 분석 틀의 기본 구성 및 세부 항목 검토

○ 정부 및 대학 차원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현황 조사 및 결과 분석
-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현황조사 결과 검토
- 조사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주요 사례 선정

○ 대학교육역량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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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 출장 면담조사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대학 출장 면담을 실시
하였다. 면담을 통해 연구진이 수집한 정부 및 대학 차원의 정책 동향 정보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대학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라.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와의 공동 심포지엄
미국 대학 및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고등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학교
육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 및 미국 대학의 정책 도구 활용 사례와 성과, 정책의 실
효성 제고를 위한 조건과 실천 과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정책 과제 도출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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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육역량의 개념 및 분석틀3)
대학의 질과 대학 경쟁력에 대한 논의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최근 대학의 교육력이 대
학의 질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력 제고가 고등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 관찰되고 있다. 예
컨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 대학의 자율성과 시장주의가 강
조되고 있는 미국, 고등교육 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호주와 영국 등지에서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가 대학의 경쟁력 제고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육역량을 중심으로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
서는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대학교육역량의 개념
대학교육역량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학자로 일본 동경대의 가네코 교수를 들
수 있다. 가네코는 대학교육역량을 “대학교육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의하였
다(가네코, 2007, p.16). 즉, 대학교육역량은 학생에게 작용하여 학생의 학습성과 제고
에 기여하는 대학교육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성과 제고에 기여한

3) 대학교육역량의 개념 및 분석틀의 내용은 저자(최정윤)가 김병주 외(2009)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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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영향’의 의미로서 대학의 교육력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
의 질 개념에 대한 접근법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학의 질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많은 고등교육 학자들이 대학의 질이 의미하는 바를 다각도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는데 이 중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널리 인용되는 대학의 질 개념 분류법을 제시한 Harvey와 Green(1993)은
대학의 질 개념에 대한 관점을 예외성, 완벽성, 합목적성,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심을 둔
경제성, 변혁성 등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Morgan과 Mitchell(1985)은 대학의 우수
성(excellence)에 대하여 정치경제적 접근, 생산성 접근, 가치부가적 접근, 생산자-소비
자 접근, 내용적 접근, 절충적 접근 등 여섯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각각
의 접근법이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경제적 접근 : 교육의 우수성은 교육기관이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얼
마나 잘 기여하였는지에 의해 평가됨.

○ 생산성 접근 : 교육의 우수성은 교육기관의 비용 대비 효과 정도에 의해 평가됨.
○ 가치부가적 접근 : 교육의 우수성은 교육기관이 개인 발달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에 의해 결정됨.

○ 생산자-소비자 접근 : 교육의 우수성은 교사와 학생의 질에 의해 결정됨.
○ 내용적 접근 : 교육의 우수성은 교육과정의 질과 범위에 의해 결정됨.
○ 절충적 접근 : 교육의 우수성은 위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접근 모두를 통해 다각도
로 평가되어야 함.

영국의 고등교육 학자 Barnett(1992)은 대학의 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시각을 객관
주의적, 상대주의적, 발달주의적 접근 등 세 가지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대학의 질 개념에 대한 각각의 접근법에 담긴 기본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객관주의적 접근 : 고등교육의 질은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모든 교육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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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항목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러한 양적인 질 측정은 교수진의 우수성, 교육
시설 또는 설비, 입학생의 성적 등과 같은 투입요소와 중도탈락율, 학위취득률, 취
업 성과 등 산출요소를 통해 이루어짐.

○ 상대주의적 접근 : 고등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준거는 없기 때문에
어떤 교육기관의 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교육기관에 주어진 기능 수행 여부,
즉, 교육기관의 합목적성의 정도를 통해 평가되어야 함.

○ 발달주의적 접근 : 제시된 객관주의적 접근과 상대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교육기관
내부 구성원(즉 교수와 학생의 관점)에 의한 평가가 중요함. 과거 실적이 아니라
형성평가의 관점에서 향후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주요 목적을 둠. 교육기관에 대
한 평가 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도 중요성을 부여함.

한편, Astin(1985)은 좋은 대학, 우수한 대학에 대한 관점에 대해 평판도, 자원, 내용,
성과, 그리고 재능 및 능력 개발 중심이라는 다섯 가지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Astin은
평판도, 자원, 내용, 성과 중심의 접근법에 내재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
으로서 재능 및 능력 개발 접근법(Talent Development Model)을 제시하였다. Astin에
따르면, 대학의 우수성은 대학이 조직구성원(특히 학생)의 발달에 기여한 정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판도, 자원, 내용, 성과 중심의 대학의 질 개념은 개별 대
학이 고유한 사명을 실천하고 우수성과 더불어 대학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형평
성을 실현하며 전체 고등교육 체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대학교육의 우수성을 정의
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의 질 개념, 즉, 우수한 대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
지만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접근법은 ‘대학이 학생의 학습성과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했는지, 즉, 대학의 기능 수행이 바람직한 대학교육 학습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Harvey와 Green(1993)의 용어로는 변혁성(transformation),
Morgan과 Mitchell(1985)의 용어로는 가치부가적 접근법, Barnett(1992)의 유형화 작
업 중 발달주의적 접근법, 그리고 Astin이 기존 대학 질 개념의 대안으로 제시한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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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능력 개발 접근법이 이러한 대학의 질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대
학의 질을 정의함에 있어 가치부가적, 발달주의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은
다음과 같다. 미국, 호주, 영국에서 발표된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 정책 과제를 살펴보
면, 대학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실제로 획득한 지식과 역량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의 교수･학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
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 책무성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DEST, 2003; DEEWR, 2009;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이상에서는 대학교육역량을 ‘학생에게 작용하여 학습성과 제고를 이끌어 내는 대학교육
의 영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을 교육 현장에서 또는 정책
추진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목표로서 설정된 학습성과라는 산출 요인과 학습성
과 제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과정 요인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다. 고등교육 학습성과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요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지면상의 제한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비교적 빈번하게 인용되거나 또는 최근에 수행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대학교육역량
의 조작적 개념 정의에 필요한 산출 요인과 과정 요인의 대상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먼저 고등교육 학습성과의 구체적 대상과 범주를 살펴보면, 고등교육 학습성과는 기
본적으로 고전적 분류라 할 수 있는 인지적 학습성과와 비인지적 학습성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인지적 및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하위 구성 영역은 무엇일까? 우선 인지적 학
습성과는 학문 분야에 특화된 지식에서부터 특정 전공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추론 및 문제해결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괄하는 고차적 사고
력,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격식을 갖추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
력, 전공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 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지적 영역의 고등교
육 학습성과이다(Bowen, 1977; Astin, 1993; Nusche, 2007).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
제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국제화 능력을 고등교육 학습성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
다(채창균 외, 2006). 인지적 영역의 학습성과에 비해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하위 구성
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감정적, 정서적 발달과 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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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비인지적 학습성과의 하위 구성 영역이며(Pascarella &
Terenzini, 2005, Nusche, 2007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자아
개념,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이 동 영역에 포함된다(Astin, 1993).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작용하여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환경적
요인은 무엇일까? 교육 환경적 요인 중 대학 당국이 제도적, 교육적 처치에 가할 수 있
는 요인을 중심으로 동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교육 환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었다(오영재 외, 2001; 이병
식 외, 2004). 첫 번째, 교육프로그램으로 정규 및 비정규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발 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교수역량개발과 관련된 요인이다. 여기에는 정규 교원뿐만이
아니라 강의 지원 인력, 교수방법연구 인력의 능력 개발, 효과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활
용, 교육활동에 대한 상벌제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세 번째, 학
습 지원 시스템이다. 학습 지원 시스템은 대학생의 학업을 돕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
수･학습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교육 인프라(예. 이러닝 시스템, 교육 시설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네 번째, 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이다. 이밖에 수학능력을 갖추었으며 해당 대학의 교육 사명에 부합하는 학
생을 선발하는 대학 차원의 제도, 선발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내 학자금 지원 시스템 등도 대학 당국이 제어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학의 교육역량이란 적합성과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프로그
램 제공, 효과적인 교수 활동, 효과적인 학습 지원 시스템, 학생의 교육경험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 및 환류 체제 구축, 대학에 적합한 학생 선발 시
스템, 안정적인 학자금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대학생 학습성과를 제고하는 대학의 영향
력을 말한다. ([그림 Ⅱ-1] 참조). 본 연구에서 정부나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학교
육역량 강화 정책 사례를 분석할 때 여기에서 논의한 제도적, 교육적 처치 요인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그림 Ⅱ-1]에 제시된 제도 및 교육적 처치 요인 중에서
학자금 지원 제도와 학생선발제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광범위한 정책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 대상에 포함할 경우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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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대학교육역량 분석 틀

18 ｜

Ⅱ.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례 분석의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분석
가. 국제동향 분석 연구
1) 유현숙 외(2005) ｢고등교육 개혁 국제동향 분석 연구｣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개혁 동향 분석을 위한 영역을 1)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및
고등교육 구조개혁, 2) 고등교육 재정개혁, 3) 고등교육 규제개혁 4) 고등교육의 질 보
장 체제 개혁 5) 고등교육과 지역혁신, 등 5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혁 영역
의 설정은 국제기구에서의 연구동향을 참고하였다. 각 영역별 내용은 1) 각 영역별 개혁
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개혁이 중요한지에 대한 배경요인을 분석하고, 2) 개혁의 동향을
분석함에 있어 영역에 대한 일반적 국제적 동향을 개관하고, 구체적인 개혁 사례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3)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제동향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의 개혁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개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통된 개념 용어는 경쟁력(competitiveness)
이며 많은 국가에서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인수･
합병이나 구조개혁, 성과중심의 재정지원, 결과 중심 질 평가 체제 구축 등이 그 일반적
인 예이다. 성과중심의 고등교육기관 평가도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관계가 있다. 고
등교육의 질 보증의 핵심 지표들이 투입지표에서 과정과 성과지표로 전환되고 있다. 다
른 한편으로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개혁들도 다수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혁신, 학자금 융자 등이 대표적이다.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은 연구개발이나 협
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고등교육 자체의 수월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습도
시 건설 등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크다.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패러독스 상황에서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민주와 자율이 중요
한 관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개혁이 정부, 고등교육기관, 환경에 포함된 역할자들
이 나선형의 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자율 또는 민주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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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개혁 동향 분석결과 고등교육에 관한 다양한 역할자들(role players)이 개혁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고등교
육 개혁과 관련한 역할자들을 크게 구분해 보면, 1) 정부, 2) 고등교육기관 자체 그리고
3)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에 포함된 다양한 역할자 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가 중점
을 두는 역할은 자원배분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역할,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모니터
링, 고등 교육 행정관리 체제의 민주화 지원, 고등교육 체제의 재편을 위한 지원, 고등
교육을 위한 규제와 탈규제의 밸런스 유지, 고등교육을 위한 지역혁신 지원 등이 있다.
한편 고등교육 기관들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역할은 대학 경영의 합리화, 질 관리를 위
한 자체 노력, 학문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 추구의 병행, 정부 및 외부 환경과의 계약 및
이행 등이다. 환경은 다양한 역할자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정부와 대학 못지않게 고등교
육 개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자이다. 환경에 포함된 다양한 역할자들은 법적 기반을 가지
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기구에서부터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선출에 의해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다양하며, 지역사회체제로 표
현되는 폭넓은 기구도 포함된다. 따라서 역할자로서의 환경은, 국가 고등교육 관리체제
의 합리화 도모, 지역혁신을 위한 주체세력,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재정 후원자, 고등교
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자, 수요의 다변화를 반영한 고등교육 변화의 조언자 등을
담당하여야 한다.

2) 채재은 외(2009) ｢고등교육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이 연구는 고등교육의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문헌과 통
계조사, 선진 각국의 고등교육 개혁방안 분석, 그리고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고등교육 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구안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핀란드 등 5개국의 고등교육 장기발전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국가별 주요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최근의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고등교육미래위원회(Commission i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에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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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험 :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 설계｣를 2006년 9월에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1) 모
든 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기획의 확대, 2)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3)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4) 평생학습 여건 조성, 5) 주요 전략 학문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 등이다.
영국도 2003년 ｢고등교육 백서 : 고등교육의 미래｣를 발표하면서 1) 고등교육의 우수
성을 토대로 수월성 강화, 2) 지식과 기술의 교류 및 개발을 통한 산학협력 촉진, 3) 우
수한 교육 실시, 4) 수요에 부응한 고등교육 기획 확대, 5) 고등교육에의 공평한 접근
보장, 6) 자율성 확대와 재원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호주 역시 2009년 ｢호주 고등교육개혁｣을 통하여 1)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지원,
2) 사회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 및 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3) 질 제고와 형평
성에 관한 목표 달성에 성공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상, 4) 연구와 세계적 수준의 대
학 육성을 위한 재원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1) 사회 신뢰에 대응한 학사과
정 교육의 실현, 2) 세계 최고수준의 탁월한 교육연구거점의 형성과 대학원 교육의 강
화, 3) 대학의 국제화, 4) 지역진흥을 위한 국･공･사립대학의 연계, 5)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보증, 6)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선진 각국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
력하고 있다. 이들 개혁안의 공통점은 1)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강조, 2) 노동시장 요구
에 적합한 대학교육 강화, 3) 대학교육의 책무성 및 투명성 확보, 4) 성인학습자 및 소
외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적 동향과 특히 대
학교육의 질에 대한 강조는 본 연구 수행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국제동향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는 고등교육 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고등교육의 질, 영향력,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와 연계할 것과 대학의 교수-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잘 가르치는 대학, 잘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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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관련 연구
1) 노관범(2009) ｢대학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
이 연구에서는 일본 도쿄대학을 해외 교양교육의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한다. 도쿄대
학 교양학부는 1990년대 이후 교양교육이 침체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양학부 전기과
정의 교양교육 개혁 방안을 강구하였고,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대학 경쟁의 새
로운 환경에서 KOMED와 EALAI를 설치하여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KOMED의 교
양교육사업의 특징으로는 문부과학성 및 학외 법인 또는 기업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첨단 지식, 고급 지식의 교육적 환류, 대학원 과정과 교양 과정의 적절한 연계
를 통한 교양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교양교육을 혁신할 물리적 환경으로 이상적 교실의
제작, 교수법의 근본적 혁신, 대학 교양교육의 사회적 기여 방안 모색 등을 손꼽을 수
있다. EALAI의 교양교육사업의 특징으로는 60년의 전통을 갖춘 도쿄대학 교양학부의
교양교육을 국가적인 브랜드로 창출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주요 대학과 교양교육 교류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손꼽을 수 있다. 여기에는 교양교육의 전범으로 항용 고려되는
유럽-미국형(型) 교양교육을 넘어서 일본형(型) 교양교육을 교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전망이 담겨 있다. 중국 대학 교양교육의 지원은 이러한 일본형
교양교육의 적용이라는 의미가 있다.
교양교육기관 역량 강화는 대학 내 교양교육 전담 부서로서 교양교육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현실화하는 시급한 방안이라 한다. 교양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기관이 대학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통합교양 내지 융합학문 중심의 전문적인 교양학 연구를 통한 본래적인 교양교육을 실
현하여 여타 교육지원기관과 구별되는 교양교육기관의 자기정체성을 확보해야 하고, 교
양교육기관 내부에 다양한 교양교육사업을 설정하여 교양교육 기관이 단순히 교양과정
의 학사행정을 관할하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교양 분야에 관한 교육, 연구, 교류 등
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임을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대
학 교양교육기관에서 서둘러야 할 것은 교양학과 교양교육을 연구하는 연구 역량의 강
화 방안이고, 아울러 교육, 연구, 교류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교양교육 ‘사업’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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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해 나갈 인력과 기구의 확충 방안을 강조하면서 도쿄 대학의 KOMED와
EALAI가 중요한 시사점이 되어 줄 것으로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양교육은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설치된 대학조차 전공 학
과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보면 최대한 전공학과의 협
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양질의 교양교육 제공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
면 교양교육은 전공의 그늘에서 벗어나 교양의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양
교육기관 스스로 끊임없이 기관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강구하여 기관 역량을 온전
하게 강화해야 하며, 교양학을 창조하고 교양사업을 추구하여 그 위에 교양교육을 기초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 교수법(teaching) 관련 연구
1) 민혜리(2002) ｢대학의 교수･학습 질에 대한 재인식-미국대학 교수학습센터 활동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대학에서 교수의 ‘가르치는 일’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풍
토가 지배적이었고 교수업적 평가에서도 주로 연구에 대한 평가를 우선시해온 현실에
문제제기를 한다. 최근 들어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로 대학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대학교육을 둘러싸고 대학교육의 초점이 연구와 교수
(teaching) 중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 논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
국에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때, 대학의 교수･학습의 질 제고와 대학 교원의 교수(teaching)
능력 향상이 대학개혁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한 교
육의 책무성 확보와 대학에서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의 균형회복을 중요한 교육 개혁을
방향이라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학교육개혁에서 교수학습센터의 위치를 고찰하고 스탠포드,
미시건, 버클리, 하버드, 베를린, 싱가폴 국립대학 등의 사례를 통해 교수학습 지원센터
의 성격 및 활동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이들은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 및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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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제별 또는 집단별 지도 전략과 강
의 기술을 개발한다. 학내 컴퓨터 센터나 미디어 센터의 도움을 받아 강의에 필요한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강의한다. 센터에서는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여 강의
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외부재단의 후원을 받는 재단이 많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학생인구 증가와 이질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필요, 교수의 수업 및 직무 부담 경감, 교수의 가르치는 직무에 대한 훈련의 필요
성 증대, 교육 책무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의 질을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하며, 대학
이 추구하는 수월성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 대학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대학교육의 개혁과정에서 교수학습센터가 필수적 기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 조형정 외(2009) ｢국내･외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 현황 비교 분석｣
이 연구는 현재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수학습센터의 프로그램과 국외의 사례
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수학습센터의 위상에 대한 재고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
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52개 대학과 국외 28개 대학(미국, 캐나다, 호주)의 홈페
이지에 게시된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였고, 국내 5개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에 대한 방
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 교수학습 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교수, 학습, 이러닝,
교수매체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국외는 교수, 학습, 측정평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프로
그램 운영의 가장 큰 범주적 차이점으로는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
램이 활성화 된 반면, 국외의 경우 강의, 교수자, 프로그램 평가 등 측정 및 평가 부분
을 중요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외에 국내외 프로그램의
공통점으로는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주제로 교수법
(학습법) 워크숍 및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서 교수자와 학습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강의활용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교수법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하는 공통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제안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센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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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교수자,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 변화된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
급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교수학습센터에서는 대상과 수준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단계별 프로그램(단기, 장기)에 대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내 교수학습센터
에서는 이러닝의 강점을 살린 교육자료의 온라인 정보화 구축 및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하다. 넷째, 각 센터의 운영 노하우나 컨텐츠의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수학습센터들은 스스로의 위상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행해
야 한다.

라. 질 관리/평가 관련 연구
1) 민혜리(2004) ｢교수･학습 자격 과정을 통한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질 관리-영국
대학의 사례｣
이 연구는 교수･학습 질 강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영국의 고등교육개혁 작업을
분석한 것으로 주요 분석 대상은 영국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에서 평가사정국(Quality
Assurance Agency for Higher Education)의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 교
수･학습 자격과정 혹은 학위과정이다. 이 과정은 그동안 대학교육에서 연구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시되어왔던 교수자의 교육능력을 관리, 훈련하는 전문적 과정으로 영국에
서 추진하고 있는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Teaching Quality Academy)와 강의
에 대한 새로운 국가전문기준(professional national teaching standard)마련 작업의
기초가 된다.
옥스퍼드 대학의 고등교육 교수･학습 학위과정(Postgraduate diploma in learning
and teaching),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격 과정(Certification
in Learning &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임페리얼 칼리지의 교수･학습 상급
자격과정(CASLAT : Certificate of Advanced Study in Learning and Teaching) 등
은 대표적인 자격과정 프로그램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한국 고등
교육의 교수･학습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국가수준의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 도입이다. OECD 주요국가에서는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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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질 보장을 최종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
기관이 교육성과에 책임을 지며, 국가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평가체제를 도
입하고 있음을 제안하는데, 이러한 국가수준의 평가체제 도입은 1990년 이후 많은 국가
에서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 보장의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연구 작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이다. 각 대학
의 교수･학습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연구 및 좋은 강의의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통해 학내 교수자들의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교수･학습의 제도적
영역으로의 전환이다. 교수･학습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나 이는
가시적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어 그동안 교육투자 전략에서 무시되
어 왔다. 대학은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이라는 개인적으로 취급해왔던 영역에 대
하여 제도적 관심을 갖고 평가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관련 연구
1)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방향 (김병주 외, 2010)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선진국이
대학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투자가 타 국가와 비교하여 미흡하며, 특히 학부교육에 대한 투자
가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토대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태에 대한 조
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정량화함과 동시에 표준화 및
일반화를 가능케 하는 상･하위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정부 대학 재
정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기존에 진행되어온 정부 재정 지원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
였다. 이와 같은 국내 현황에서 도출된 한계와 문제점과 비추어 시사점을 끌어내기 위
해, 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학부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원 사례를 분
석하였다. 결론으로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재정지원 방향에 대한 제
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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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행연구로써 대학의 교육력 및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함은 물론, 국내･외 연구 문헌조사를 근거로 대학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대학의 교육력에 관계된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다양한 재정지원 모델 제시에 중점을 두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2)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지원방식 개선방안(백성준･채창균, 2009)
이 연구 또한 대학교육역량을 중심으로 한 연구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그간 시행되어
온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재정지원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운영방
식에 대한 다양한 이견을 고려하여, 사업운영에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인 교육지표, 재원
방식, 대학 유형,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이들 변수가 실제 교육역량강
화사업 운영 과정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측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도출하여, 향후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인 측
면에서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대학교육역량의 본질을 다루
기보다는 정부 재정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치우쳐 있다.

3)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교육역량 강화 방안(문일 외, 2009)
이 연구는 대학교육역량과 대학교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대학교육역량 강화와 필요한 준거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
학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학교육 현황을 분석에서 출발한
다. 이를 위해 Chapman & Adams를 비롯하여 Entwistle et al.과 Keeve & Adams의 주
장을 참조하여 대학교육 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산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학교･학생･교수를 중심으로 강의 내용과 과정, 성과 관계를 가정하여 대학교육역
량 강화의 투입 및 산출 구조를 구체화하여, 준거 틀을 개발하였다.
한편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확인된다. 대학교육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제시한 자료가 6개 대학의 사회대와 공과대의 설문조사라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
학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도출함에 있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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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행연구 분석의 시사점
이상에서 고등교육에서의 교육역량 강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는 크게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교육과정, 교수(teaching), 교육역량과 질 보장과
의 연계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대체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성과 제고 및 역량 강화,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전략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연구들이 갖고 있는 제한점들을 통해 본 연구 수행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사례는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각국이 처한 특수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
행되어야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해외사례 분석은 분석대상 국가에 대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분석 대상국가 선정 근거
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주도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OECD 선진국의 경우를 대체로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국가 선정을 폭 넓게 보면서 한국
의 고등교육 개혁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대상
선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둘째, 분석대상 국가 선정 근거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
는 혁신적인 사례에 주목하되 특히, 혁신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새로운 사례에 대한 소개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대학
과 학생들이 얻은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을 최소화하고자 사례 선정에 있어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의 교육역량에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 수립,
교수들의 교수(teaching)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평가와의 연계 및 결과의 공개, 대학차
원의 각종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특정 요인에 대한 연구에 치중한 경향이 있어 교육역량 제고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 학생, 교
육과정 및 대학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체제에 이르기까지 관련 요인을 총체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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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국 선정의 배경
대학교육역량 강화 국제동향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분석 대상국을 선정한 배경
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진 회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분석 대상국 선정기준을 정하였
다. 첫째, 벤치마킹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주요 세계대학순위평가에서 상위권
에 위치한 국가를 우선 순위에 두었다. 둘째, 다양한 정책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
분포와 더불어 고등교육 체제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고려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고등교
육 체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소규모인 고등교육 체제
를 갖춘 국가는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세계대학순위평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세계대학순위평가는 상하이 교통대학이 주관하는 세계
대학순위평가(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와 영국의 The
Times의 세계대학순위평가(World University Rankings: WUR)이다. 2010년 기준의
ARWU 및 WUR 세계대학순위평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프
랑스, 호주 등이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었다(<표 Ⅱ-1>, <표 Ⅱ-2> 참조).

<표 Ⅱ-1> 세계대학 학술순위(2010) 국가별 현황
순위

국가

상위 20

상위 100

상위 200

상위 300

상위 400

상위 500

1

미국

17

54

89

111

137

154

2

영국

2

11

19

30

35

38

3

일본

1

5

9

10

17

25

4

독일

-

5

14

23

33

39

5

캐나다

-

4

8

18

18

23

6

프랑스

-

3

7

13

18

22

7

호주

-

3

7

9

13

17

8

스위스

-

3

6

7

7

7

9

스웨덴

-

3

4

9

10

11

10

네덜란드

-

2

9

9

11

12

11

덴마크

-

2

3

3

4

4

17

벨기에

-

1

4

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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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상위 20

상위 100

상위 200

상위 300

상위 400

상위 500

12

이스라엘

-

1

4

4

6

7

13

노르웨이

-

1

1

3

4

4

14

핀란드

-

1

1

1

3

6

15

러시아

-

1

1

1

2

2

18

중국

-

-

4

13

19

34

16

이태리

-

-

4

8

13

22

20

한국

-

-

1

4

7

10

자료: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Statistics by Countries. http://www.arwu.org/.

<표 Ⅱ-2> 세계대학순위 200위 내 주요국별 학교 수 현황(2010)
주요 국가

학교 수

미국

72개교

영국

29개교

독일

14개교

호주

7개교

일본

5개교

한국

4개교

주: 영국 더 타임즈가 발표한 자료임
자료: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2010)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주요국 고등교육 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국 고등교육 체제 및 제도적 특징을 논의한 후 분석 대상국을
결정하였다. 전문가협의회 검토 결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이 분석 대상국으로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 5개국은 세계대학순위평가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역적 분포 및 거버너스 체제 측면에서의 다양성 준거를 충족하고 있었다. 전
문가협의회에서 논의된 각국별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양성’과 ‘특성화’로 요약되는 미국 고등교육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
추고 있다. 흔히 시장주도 고등교육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진 미
국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특색 있게 발전해
왔다.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대학 당
국이 정책적 주도권과 자율권을 갖고 다양한 개혁 이니셔티브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

30 ｜

Ⅱ.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례 분석의 이론적 배경

때문에 특히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정책 사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
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대학교육의 책무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거세지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대학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어 정책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영국은 재정적으로는 정부의 공공재원에 의존하면서도 교육과 연구 수행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많은 연구
에서 사례 분석 대상이 되었다. 미국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차원
에서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각종 대학
교육 평가를 통한 국가 수준의 벤치마크 제공, 교수･학습에 관한 국가적 기준의 설정 등
대학 차원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제도 및 인프라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대학을 중심으로 급격한 고등교육 체
제의 발전을 이룬 미국과는 달리 소위 문리 대학(liberal arts college)의 전형으로 인정
받는 영국 대학은 상대적으로 교육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 연구 대상으로서 주목하였다.
호주는 고등교육을 국가 경제의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특히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강력한 대학교육 질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통적인
고등교육 강국으로 인정받는 미국, 영국과는 달리 호주는 체계적인 개혁안과 실행 체제,
안정적인 재정지원, 엄격한 평가체제 등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호주 고등교육의 행보는 국제동향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고등교육 대중화에 접근한 일본은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과 정책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국제동향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일본의 고등교육정책은 대부분 각
종 위원회의 답신을 통한 제언을 기반으로 수립･집행되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제
언과 답신을 통한 정책계획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 확충
또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60년만의 교육기본법 개정은 물론 교육진흥기
본계획, 학사과정교육의 재구축에 관한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 등을 통해 일본 정부는
대학이 교육을 보다 충실히 실행하고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대학들은 이러한 지원에 따라 스스로 교육내용 및 방법, 평가와 선발 등에서 대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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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학역량 강화 사업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과 매우 흡사하여 동향 분석 대
상에 포함하였다.
독일은 앞서 언급한 국가들에 비해 국제동향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은 세계대학순위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내 외국인유학생 유치 실적 1위를 자랑할 정도로 탄탄한 고등교육 경쟁력을 갖추고 있
는 국가이다. 또한 근대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발전 모델이었던 훔볼트 대학의 이상이 독
일 고등교육에 뿌리 내리고 있어, 대학의 교육역량 문제에 관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국가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특히 지난해 독일 연방정부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출범시켰다는 사실 역시 분석 대상국으로 정하는 데 힘을 보탰다.

<표 Ⅱ-3> 국제동향 분석을 위해 선정한 대상국 비교
구분

대학규모(대학수)

411개

대학규모(학생수)

364만명

국･공립:사립 학교 비중

52 : 359

정부 및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2007년도 기준)
대학 진학률
(A유형)
세계 200위권 대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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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7%~79.3%

미국

영국

호주

일본

119개*
1,100개*
*약 80개
* 약 320개
4,495개
165개
비대학
2년제
고등교육기관
단기대학 포함
포함
2,042만명
249만명
113만명
310만명
181 : 599
115 : 50
37 : 2
(4년제 대학
2,823 : 1,672 (유자격대학 :
(대학 기준)
고등교육기관 )
기준)
31.6%~68.4% 35.8%~64.2% 44.3%~55.7% 32.5%~67.5%

독일

508개

230만명
418 : 90

84.7%~15.3%

71%

64%

57%

87%

48%

36%

3개

75개

32개

7개

5개

12개

세계대학순위평가

6위

1위

2위

3위

4위

5위

IMD 교육 부문 국가
순위 (2011년도 기준)

29위

18위

17위

8위

34위

16위

대졸자 이수율
(A유형, 2008년도 기준)

84%

57%

81%

80%

93%

67%

대졸자 취업률
(2008년 기준)

77.1%

83.1%

87.8%

83.1%

79.7%

85.8%

Ⅲ. 주요국의 고등교육 체제
및 현황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일본
5. 독일
6. 주요국 고등교육 체제 비교

Ⅲ. 주요국의 고등교육 체제 및 현황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1. 미국
가. 배경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등과 같은 저명한 연구중심대학들이 많은 미국에서도 1970년
대부터 ‘학부교육의 경쟁력’이 중요한 고등교육 정책 아젠다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재향군인사회적응지원법(The the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에 따라 제대 군인들에게 대학 학자금이 지원되면서 고등교육 규모가 급
격히 팽창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재정 지원도 늘면서 많은 대학들이 연구개발뿐만 아니
라, 학부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Gumport et al., 1997; Thelin, 2004). 특히,
사회복지, 고용창출 등을 위한 주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주립대학들에게는 졸업률 제고, 우수인력 양성 등과 같은 학부교육의 성과는 중요
한 과제로서 대두하게 되었다(Mehallis, 1997). 이에 따라 주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산
식에 등록학생수 외에, 졸업률과 학업중단율 등이 포함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대학생
들의 학습성과(learning outcome)를 포함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김병주 외,
2010). 이러한 변화의 뒤에는 대학교육을 ‘공공재, 공공서비스’로 인식하던 종전의 관점
을 탈피하여, 고등교육의 상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고등교육 영역을 ‘인적자원개발’로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의 등장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Ewell,1990).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미국 사례는 국내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개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 고등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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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적 특성 및 현황을 고찰하고, 미국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이 어떠한 역사적 과
정을 거쳐서 발전해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부 차원과 대학 차원의 대학교육역
량 강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국 사례가 국내 정책을 개선
하는 데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나. 고등교육의 체제적 특성 및 현황
미국 고등교육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특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대학들이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적,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
으며, 대다수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나 개인 차원에 의해서 설립된 데에서 연유한다
(박세일 외, 2004). 이에 따라 고등교육 재원 역시 다양한데, 보통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기타 등록금 수입으로 구성된다. 정부지원금은 연방정부 지원금과 주정부
지원금으로 나뉜다. 전자는 주로 학자금 융자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후자는 주로
주립대학의 인건비와 대학운영비 등을 위해서 사용된다(김병주 외, 2010). 이와 같은 분
권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은 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의해서 주도되기 보다는 주정부나 고등교육 영역별로 구성된 대학협의회
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도 연
방교육부 보다는 주정부나 개별 대학에 의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1) 고등교육기관 현황
미국 고등교육기관은 ‘설립 주체’에 따라 주정부가 세우는 공립대학(public university)
과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이 설립하는 사립대학(private university)으로 나뉜다. 학업
소요연한별로는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와 4년제 대학
(university or college)으로 구분된다. 2009/10학년도 현재 미국 전역에 정규학위를 수여
하는 고등교육기관(degree-granting institutions)은 총 4,495개교가 있으며, 이 중에
공립대학은 1,672개교(37.2%)이고, 사립대학은 2,823개교(62.8%)가 있다. 2년제 대학
은 1,721개교(38.3%)가 있으며, 4년제 대학은 2,774개교(61.7%)가 있다(NC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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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CES(2010).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0.

[그림 Ⅲ-1] 미국 고등교육기관 현황(2009/10학년도)

4년제 대학을 연구/교육중심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림 Ⅲ-2]와 같다. 미국 교육통계청
(NCES, 2011)에서는 카네기 분류체계(Carnegie classification system)에 의거하여 ‘연
구개발 비중, 과학 및 공학 연구인력 비율, 분야별 박사학위 수여 정도에 따라 4년제 대
학을 6개 유형(연구중심 제1유형, 연구중심 제2유형, 연구중심 제3유형, 석사과정중심 유
형, 학사과정중심 유형, 전문과정중심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 유형 중에
는 제1유형이 연구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제2유형, 제3유형이 높은 편이다.
[그림 Ⅲ-2]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중심대학 비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공립대학
(25%)이 사립대학(5%) 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다. 이는 아마도 공립대학의 경우 주립정
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안정적으로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대학이 많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립대학의 경우 하버드, 스탠포드, 콜롬비아 대학처럼 기부
금 비율이 높은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상당수 많은 편이다. [그림 Ⅲ-2]에서 볼 수 있듯이, 공립대학 중에는 석사과정
중심대학이 3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학사과정 중심대학(29.3%), 연구중심 대
학(25%)의 순이다. 반면에, 사립대학 중에는 전문과정 중심 대학이 2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학사과정 중심대학(25.2%), 석사과정중심 대학(16.2%)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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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사립 4년제 대학 중에는 ‘영리대학(for profit universities)’도 563개교가 있지만, 이에 대
해 NCES에서 별도로 대학유형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외하였음
2. 연구중심 제1유형: 매우 높은 수준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학
3. 연구중심 제2유형: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학
4. 연구중심 제3유형: 2유형 보다 약한 수준에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20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5. 석사과정중심 유형: 연간 50개 이상의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자료: NCES(2010).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0.

[그림 Ⅲ-2] 미국 4년제 대학 유형별 현황(2009/10학년도)

2) 학생 현황
고등교육기관별 학생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10학년도 현재 4년제 대학에는 총
12,906,305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이 중에 사립대학에는 5,197,108명(40.3%)이 재학
중이고, 공립대학에는 7,709,197명(59.7%)이 재학중이다.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
지에는 총 7,521,406명이 재학중이다. 이 중에 사립대학에는 419,961명(5.6%)이 재학중
이고, 공립대학에는 7,101,445명(94.4%)이 재학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수’ 면에서 사
립대학이 공립대학 보다 많지만, ‘학생수’ 면에서는 공립대학이 사립대학 보다 많은 학
생들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립대학의 경우 소규모 대학이 많
은 반면에, 공립대학의 경우 대규모 대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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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CES(2010).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0.

[그림 Ⅲ-3] 미국 고등교육기관별 학생 등록 현황(2009/10학년도)

학생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해가 지날수록 소위 ‘성인대학생(만 25세 이상)’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에는 전체 대
학생 중에 성인대학생 비율이 30%였으나, 그 비율이 1980년에는 37%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Ⅲ-1> 미국 고등교육기관 연령별 등록학생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연령

1970
학생수

1980
%

학생수

1990
%

학생수

1995
%

학생수

2000
%

학생수

2005
%

학생수

2009
%

학생수

%

14~17

259

3

247

2

177

1

148

1

145

1

210

1

200

1

18~19

2,600

30

2,901

24

2,950

21

2,894

20

3,531

23

3,640

21

4,048

20

20~21

1,880

22

2,424

20

2,761

20

2,705

19

3,045

20

3,676

21

3,891

19

22~24

1,457

17

1,989

16

2,144

16

2,411

17

2,617

7

3,104

18

3,691

18

25~29

1,074

13

1,871

15

1,982

14

2,120

15

1,960

13

2,397

14

3,059

15

30~34

487

6

1,243

10

1,322

10

1,236

9

1,265

8

1,365

8

1,719

8

823

10

1,421

12

2,484

18

2,747

19

2,749

18

3,095

18

3,820

19

100

100

35이상
합계

8,581 100 12,097 100 13,819 100 14,262 100 15,312 100 1,7487 100

주: 학생수에는 학위를 수여하는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모두 포함됨
자료: NCES(2010).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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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학생 분포는 대학유형별(2년제/4년제)이나 설립주체별(공립/사립)로 큰 차
이가 없다(아래 [그림 Ⅲ-4]참조). 대학 유형이나 설립주체에 상관없이 성인대학생(25
세 이상)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비슷한 편이다.

자료: NCES(2010).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0.

[그림 Ⅲ-4] 미국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학생 연령별 등록 현황(2009/10학년도)

3) 대학교육 성과
미국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학위수여 현황은 [그림 Ⅲ-5]와 같다. 공립과 사립 대학
모두 ‘학사학위’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박사학위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공립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비율(50.1%) 다음에 전문학사 비율(29.8%)이 높은 데, 이는 대
부분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공립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립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비율(29.0%) 다음에 석사학위 비율(17.4%)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통
계는 소수의 연구중심 대학 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부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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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CES(2010).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0.

[그림 Ⅲ-5] 미국 고등교육기관 학위수여 현황 (2008/09학년도)

미국 고등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는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 격차’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Ⅲ-6]에서 나타났듯이, 2009년 기준으로 남자 고졸자의 연간소
득의 중간값(median annual earnings)은 $39,480인데 비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
자의 경우 $50,300,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62,440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에서 대학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중등교육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NCES(2010).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0.

[그림 Ⅲ-6] 미국 학력별 연간 소득의 중간값 현황(2008/09학년도)

｜

41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2. 영국
가. 배경
영국의 대학은 전통적으로 엘리트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전통적인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이상을 추구해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까지 몇 차례 대학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들이 있었다. 1963년 모든 사람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로빈스 보고서(Robbins Report)와 1970년대 후반부터 부각된 국제적 경쟁력 확보산업
과 경제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대학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smith, 1999). 1980
년대 이후에는 보수당 정부에 의해 대학교육기회확대 정책이 꾸준하게 추진되어, 영국
대학은 급격하게 엘리트 체계에서 대중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황규호, 1999). 1980년
대 이전의 영국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치중해왔다면, 80년대 이후 교육개
혁은 교육의 수월성을 목표로 중앙정부 주도의 질 관리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
는 정책노선을 취한다(강영혜 2003;1). 1992년 고등교육개혁법(The Higher and
Further Education Act), 1997년 디어링 보고서(Dearing Report), 그리고 2003년 1월
의 고등교육에 관한 백서 “고등교육의 미래”(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2011
년 6월의 “학생 중심의 고등교육”(Students at the Heart of the System) 등은 이 시기
고등교육대중화 정책의 산물이다.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영국 고등교육개혁은 엘리트 교육을 탈피한 대중화교육의 지
향,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과 비례한 대학교육의 질제고, 실용성과 융화된 대학교육, 국
가 수준의 고등교육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2003년 발간된 ‘고등교육의
미래’ 백서는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고등교육체제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를 개혁하고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조영
하, 2007;46).
2007년 6월 노동당 고든 브라운 신임 총리가 취임한 이후 영국은 대대적인 개각을 단
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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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정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와 혁신‧대학‧기술부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IUS)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변화는 학교교육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아동 후생복지’에 전념하고, 고등교육
은 ‘인적자본론’에 바탕을 둔 노동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거대한 국민적 경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국의 개혁 사례는 우리 대
학교육 개혁과 교육역량 강화 정책에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국의 교
육정책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수 국가의 교육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
랜 고등교육역사를 갖고 있어서 고등교육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
에(박정원, 2005) 영국 고등교육정책의 배경과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그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 고등교육의 체제적 특성 및 현황
영국 고등교육의 체제적 특성은 정부 중심의 고등교육개혁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 개혁의 방향이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고등
교육의 질 평가에 근거한 재정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재정적
으로는 공공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연구와 학문에 있어서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어서 한국, 미국과 같이 국공립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고등교육
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된 교육평가기준이나
교육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 고등교육기관 현황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유자격대학(University)과 일반대학(university colleges),
특수고등교육기관(speci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기타대학(other higher
education colleges)의 무자격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자격대학은 정부에서 마련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추밀원(Provy Council)으로부터 정식 고등교육기관 자격을 승인
받은 곳으로 기관명에 ‘대학(university)’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8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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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영국의 총 대학 수는 165개이며, 이 중에서 115개가 유자격대학으로 분류된다.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수 및 현황은 다음의 <표 Ⅲ-2> 및 [그림 Ⅲ-7]과 같다.

<표 Ⅲ-2> 영국 고등교육 기관 현황
구분

유자격대학
(Universities)

고등교육기관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ngland

89

131

Scotland

14

19

Wales

10

11

Northern Ireland

2

4

United Kingdom

115

165

* 고등교육기관은 유자격대학(universities) 외에도 일반대학(university colleges), 특수고등교육기관
(special higher education insititutions), 기타대학(other higher education colleges)을 포함함.
출처: http://www.universitiesuk.ac.uk/UKHESector/Pages/OverviewSector.aspx

[그림 Ⅲ-7] 영국 고등교육 기관 현황

2) 학생 현황
고등교육기관별 학생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10학년도 현재 유자격대학에는 총
716,94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편, 유자격대학 외의 대학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영국에는 총 2,493,415명의 학생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다. 아래의 <표 Ⅲ-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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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유자격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유자격대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
체로 유자격대학의 정원 규모가 작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전체 학생 수 및 유자격대
학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Ⅲ-3> 영국 고등교육 학생 현황
학년도

유자격자(Qualifiers)*

전체

2009/10

716,940

2,493,415

2008/09

674,415

2,396,050

2007/08

676,460

2,306,105

2006/07

651,060

2,304,700

2005/06

640,850

2,281,235

2004/05

633,045

2,236,265

2003/04

595,640

2,200,175

2002/03

557,790

2,131,110

2001/02

521,500

2,042,580

2000/01

504,410

1,948,135

* 유자격자(Qulifiers)란 고등교육 자격(HE qualification)을 갖고 있는 학생을 의미함. 이 때 고등교육 학
점(HE institutional credits)은 제외함.
출처: 영국고등교육통계기구(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홈페이지
(http://www.hesa.ac.uk/index.php/content/view/1897/239/)

[그림 Ⅲ-8] 영국 고등교육 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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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등록 형태에 따른 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4>와 [그림 Ⅲ-9]에서
나타나듯이, 2009/10학년도에 학부 과정에 전일제로 등록한 학생 수는 1,333,900명이
었고 비전일제로 등록한 학생 수는 580,810명이었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전일제로 등
록한 학생 수는 298,255명이었고 비전일제로 등록한 학생 수는 280,450명이었다. 이처
럼 학부 과정에서는 전일제로 등록하는 학생 수가 2배 이상이지만 대학원 과정의 경우
둘 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전일제 대학원생 중 90% 이상이 성인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으며(HESA, 2010) 이들 중 대다수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제외하고
주로 직업대학 관련 대학원에 속해있으며, 연령층은 대개 30∼39세에 해당하고, 여성
학습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성낙돈 외, 2009).
이러한 결과는 영국 정부의 Widening Participation(WP)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WP 정책을 통해 급감하는 학령기 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여 성
인 학습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계층 등 기존의 고등교육 참여율이 저조했던 집단을
고등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최상덕 외, 2009). WP 정책에 대해 간
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성낙돈 외, 2009). 영국 정부에서는 WP 정책을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위해 ￡141,000,000의 재정
을 고등교육기관에 직접 분배하였다. WP 재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소외계층
의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부분과, 장애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부분이다.
<표 Ⅲ-4> 영국 고등교육 학생 현황: 등록형태
등록 형태

학부

대학원

전일제(Full-time) 남학생

737,125

146,980

884,105

전일제(Full-time) 여학생

596,775

151,275

748,050

전일제(Full-time) 전체

1,333,900

298,255

1,632,155

비전일제(Part-time) 남학생

364,740

163,340

528,080

비전일제(Part-time) 여학생

216,070

117,105

333,175

비전일제(Part-time) 전체

580,810

280,450

861,260

남학생 전체

1,101,865

310,320

1,412,185

여학생 전체

812,845

268,380

1,081,225

전체 학생 수

1,914,710

578,705

2,493,415

출처: 영국고등교육통계기구(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홈페이지
(http://www.hesa.ac.uk/index.php/content/view/189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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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영국 고등교육 학생 현황: 등록형태

<표 Ⅲ-5> 영국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

학년도

취업(Employed)

미취업(Unemployed)

2009/10

74.40

7.40

2008/09

72.40

7.60

2007/08

74.90

6.50

2006/07

77.00

4.70

2005/06

76.70

5.10

2004/05

76.30

5.30

다음으로, <표 Ⅲ-5>와 [그림 Ⅲ-10]을 참고하여,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취업
한 현황을 살펴보면 2009/10학년도에 전체 74.40%가 취직했으며, 7.40%가 미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09학년도 전체 72.40%가 취업했고, 7.60%가 미취업한 결
과와 비교했을 때 취업률은 다소 상승하고, 미취업률은 다소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2004/05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취업률은 다소 하락했고, 미취업률은 다소 상승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 지속되다가 2008/09학년도에 최저 상태를 기록한
후 2009/10학년도에 다소 반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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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국고등교육통계기구(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홈페이지
(http://www.hesa.ac.uk/index.php/content/view/1897/239/)

[그림 Ⅲ-10] 영국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 현황

3) 교원 현황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9/10학년도 현재 교수
(Academic Staff)는 총 181,595명, 교직원(Non-Academic Staff)은 205,835명이 소속
되어 있다. 이 때 교수란 학문적인 전문가로서 수업의 계획 및 실행, 연구 등을 담당하
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교직원은 학생 복지나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표 Ⅲ-6>과 [그림 Ⅲ-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원 및 교직원의
수는 2005/06학년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표 Ⅲ-6> 영국 고등교육 교원 현황
학년도

교수(Academic)

교직원(Non-Academic)

합계

2009/10

181,595

205,835

387,430

2008/09

179,040

203,720

382,760

2007/08

174,945

197,510

372,455

2006/07

169,995

194,165

364,160

2005/06

164,875

190,535

355,415

출처: 영국고등교육통계기구(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홈페이지(http://www.hesa.ac.uk/index.php/content/view/189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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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영국 고등교육 교원 현황

4) 재정 현황
고등교육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9/10학년도 총 수입은 약 260억 파운드, 총 지출
은 약 250억 파운드이다. 이 때 수입은 재정기구 교부금(funding body grants), 등록금
및 보조금(tuition fees and education contracts), 연구조성금 및 계약(research
grants and contracts), 기부금 및 투자수입(endowment and investment income), 기
타 운영수입(other income)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교직원 인건비(staff costs), 운영지
출(other operating expenses), 감가상각(depreciation), 이자지출(interest and other
finance costs)로 구성된다. <표 Ⅲ-7>과 [그림 Ⅲ-12]에 따르면, 2005/06학년도 이래
로 전체 재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입과 지출의 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역시 특징이다.
<표 Ⅲ-7> 영국 고등교육 재정 현황
(단위: 천파운드(£000s))

학년도

수입

지출

2009/10

26,795,787

25,856,373

2008/09

25,371,918

24,939,307

2007/08

23,428,930

22,877,440

2006/07

21,255,048

21,016,635

2005/06

19,528,413

19,352,832

출처: 영국고등교육통계기구(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홈페이지
(http://www.hesa.ac.uk/index.php/content/view/189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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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영국 고등교육 재정 현황

3. 호주
가. 배경
호주 정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는 1991년 ｢고등교육 :
1990년대의 질과 다양성 추구 (Higher Education : Quality and Diversity in the
1990s)｣라는 정책선언 발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본 선언에는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중
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의 교수-학습의 질 제고 장치들이 소개되고 있다.
당시의 고등교육 교수-학습의 질 제고는 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
관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 제고를 위한 사업 및 보조금의 배
분은 1992년에 구성된 고등교육품질보증위원회(CQAHE :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라는 비법정기구가 담당하였다.
이후 2000년 호주대학질관리기구(AUQA)가 설립되어 대학의 질 보증을 담당하게 되
었다. AUQA는 정부로부터 주요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나 정부나 고등교육기관과는 독립
된 대학평가전담기구이다. 호주에서 2011년부터 질 관리와 규제를 모두 담당하는 새로
운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를 설립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질 관리를 전담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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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AUQA는 2012년 이후 TEQSA에 흡수될 예정이다.
호주는 이러한 질 관리 체제 외에 호주자격체계(AQF : Australia Qualification
Framework)를 통해 대학에서 취득하는 학위 및 자격에 대한 질 관리를 실시해오고 있
다. AQF는 1995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호주의 대표적인 질 관리 시스
템으로서 2011년부터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수준으로 학위 및 자격의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새로운 틀을 개발하여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호주는 자국의 고등교육 수요자를 위한 질 관리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에도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호주는 국제
유학시장 점유율 상위국가 중 하나로 연간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이 18%에 이른다. 2010년
기준으로 190여 국가에서 온 500,000명의 유학생이 호주에서 수학하고 있는데 이중
70%가 고등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외국
인 학생 영어 강화 프로그램(ELICOS) 및 기초교육 프로그램(foundation program)에
등록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들을 위해 2000년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
(ESOS Act)｣을 제정하여 유학생의 안전, 보호, 정보제공, 교육의 질 등을 보장해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 지원 전략(ISSA)’을 개
발하였다. 또한 ｢옴브즈맨법 1976｣의 제･개정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
관한 민원을 원하게 제기하도록 지원하여 국제교육의 질과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
다.
이상에서와 같이 호주에서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 교수-학습의 질적 수준을 보
증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여러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대
학들이 자체적인 질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자율인증기구(SAIs)로 분리되므로 대학별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른 호주
의 고등교육 일반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이 교수-학습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들을 국가수준, 대학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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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교육의 체제적 특성 및 현황
1) 고등교육기관 현황
호주의 고등교육기관은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학(Universities)과
대학이 아닌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Provider) 분류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국가고등교육인정절차규정(National Protocols)에 따라 호주연방정부, 주정부 및 특별구
(State and Territory) 법에 의해 인정된 고등교육기관만 대학(university)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호주에는 37개의 국립대학과 2개의 사립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약 80개 기관이 비대학 고등교육기관(private provider / other higher Education Provider)
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대학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스스로 인증할 법적 권한 보유 여부에 따라 자
율인증기구(Self-Accreditation Institutes : SAI’s)와 비자율인증기구(Non SelfAccreditation Institutes : NSAI’s)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대학은 자율인증기구에 해
당하며, 비대학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도 5개 기관이 자율인증기구에 해당한다. 한편, 비
자율인증 고등교육기관은 주정부 및 특별구가 관리하는 등록부 기준으로 현재 150여개
기관이 있으며, 이중 일부 기관은 하나 이상의 주 혹은 지역에 등록되어 있다. 비자율인
증기관은 정부 인증당국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야 하며 국가고등교육인정절차규
정에 의거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유사분야나 유사단계의 일반 호주대학의 충
족요건 및 학업성과와 동등한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비자율인증기관은 신학대학, 전문
기구, 기술전문대학(TAFE), 민간기업대학(private business college) 등을 포함한다.

2) 학생현황
호주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수는 2009년 기준 1,134,866명이다. 같은 해 한
국의 경우 3,591,088명인 점으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한국이 호주보다 약 3.2배 높은 수
준이나, 호주역시 2006년부터 꾸준히 학생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대비
증감률로 봤을 때 2007년의 경우 4.6% 증가했으며 2009년의 경우 6.5%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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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 현황
구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학생수
(명)

485,066

604,176

695,485

929,952

944,977

957,176

984,146

전년대비
증감
(%)

-

-

-

-

1.6

1.3

2.8

2007

2008

2009

1,029,846 1,066,095 1,134,866

4.6

3.5

6.5

학생구성에 있어 호주의 특징은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점
에서 앞서 제시된 학생수 증가 현상은 외국인 학생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고등교육단계에서 국제교류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호주가 2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 또한 호주는 국제교육시장 점유율에서도 미국, 영국, 독
일, 프랑스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는 국가로(OECD, 2010) 고등교육에 있어 학생 이동
성이 매우 큰 국가에 해당한다. <표 Ⅲ-9>를 살펴보면 2003년 이후 외국인 학생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이후부터는 큰 폭으로 증가해 2009년의
경우 전년대비 9.1%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균 25.7% 학생이 외국인 학생으로 나
타났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평균 7.3%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9>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수 현황
구분
외국인
학생수
전체학생수
대비 비율
전년대비
증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210,397

228,555

239,495

250,794

273,099

294,163

320,970

-

22.6

24.2

25.0

25.5

26.6

27.6

28.3

25.7

-

8.6

4.8

4.7

8.9

7.7

9.1

7.30

전체적인 학생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학부 과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은 61.6%로 대학원 과정 31.6% 보다 약 2배가량 많다. 기타는 특별 과정(Enabling
course)과 비학위 과정(non-award course)으로 구성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56.0%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73.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일제 등록생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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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학생구성 현황
과정

학생수(%)

성별

학생수(%)

대학원

307,973(31.6)

남성

505,617(44.0)

전일제

794,452(73.4)

학부

790,810(61.6)

기타

36,083(6.8)

여성

629,249(56.0)

시간제

340,414(26.6)

계

1,134,866(100.0)

계

1,134,866(100.0)

등록유형

계

학생수(%)

1,134,866(100.0)

전체 학생구성을 학문영역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Ⅲ-13]과 같다. 경영학 전공생이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문화 21.3%, 보건･의료
13.4%, 교육학 9.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낮은 비율이지만 건축학 2.3%, 비학위
코스 1.9%, 농업 및 환경 1.5%, 호텔경영 0.1%로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별 학생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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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교육 성과
호주의 고등교육 성과는 고등교육 학위수여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음 <표 Ⅲ
-11>은 1998년 이후 학위수여자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001년 9.1%로 높은 전체 중 가장 많은 학위수여자를 배출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
여 2009년에는 총 272,230명의 학위수여자를 배출하였다.

<표 Ⅲ-11>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학위수여 현황
구분

1998

졸업
생수

161,556 164,423 170,894 187,089 200,744 215,115 225,441 232,188 239,460 247,526 258,802 272,230

전년
대비
증감

-

1999

1.8

2000

3.9

2001

9.5

2002

7.3

2003

7.2

2004

4.8

2005

3.0

2006

3.1

2007

3.4

2008

4.6

2009

5.2

호주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유형이 다양하다. 이 점은 한국 고등교육
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대체로 호주자격체계(AQF)에 따른 자격 및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200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의 학위 수여현황을 살펴보면 학사수료(Bachelor’s
Pass)가 5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중심석사(Master’s by Coursework) 21.9%
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낮은 비율이지만 준석사수료(Graduate Certificate)
5.5%, 준석사･석사예비과정(Grad.(Post) Dip.) 7.8%, 우등학사(Bachelor’s Honours)
및 준학사(Diploma) 각각 3.7%, 연구박사(Doctorate by Research) 2.1%로 학위를 수
여하고 있다. 기타에는 전문학사(Associate Degree), 고급준학사(Advanced Diploma),
연구석사(Master’s by Research), 기타 학부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구성 현황은
다음 [그림 Ⅲ-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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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호주 고등교육기관의 학위수여 현황(2009)

4. 일본
가. 배경
일본은 메이지(明治) 시대 이후 빠르게 사회발전을 이룩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함께
높은 교육수준을 확보하여 고등교육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도시화, 저출산, 학습의욕 및 학력과 체력 저하, 규범의식과 윤리관의 저하,
개인주의의 만연 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처
해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는 고등교육에 관한 답신에서, ‘일본은 시대
적 변혁기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식기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재구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였고(중앙교육심의회, 2005),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을 실현
하기 위하여 1984년에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구로서 발족한 임시교육심의회에서도
1987년의 보고서에서 교육의 기본 개혁 방향으로 ‘개성중시, 생애학습체계의 이행, 세계
적인 변화(국제화, 정보사회화 등)에 대한 적응’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고
등교육개혁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 18세 교육인

56 ｜

Ⅲ. 주요국의 고등교육 체제 및 현황

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 심화, 천편일률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반성 등의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은 2007년, 제정 60년 만에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부키(伊吹) 당시 문부과학대신은 “60년만의 교육기
본법 개정은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활력 있는 일본 건설
을 위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베(安倍) 당시 총리가 강조한 학력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부과학성은 백서에서 고등교육차원에서는 ‘기초교양교육의
충실, 지식의 창조, 국립대학의 활성화, 사립대학진흥을 통한 국민학습기회의 보장, 대
학원교육 충실, 교육의 질 보증, 유학생 교류 확충, 국제경쟁력 강화, 개성이 풍부한 대
학 육성’ 등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국･공립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
큼, 대학의 책무성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국가 역량 제고의
기초수단으로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심에 고등교육개혁과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두고 이를 강화하고 있다.

나. 고등교육의 체제적 특성 및 현황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교육기관, 특히 대학은 고도의 교육과 연구의 중추를 담당하
고 있으며 폭 넓은 교양과 각 학문 분야의 전문적 지식,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학교육의 성과는 학습을 통한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널리 사회경
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라는 관점 아래,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
폭 확대하고 있다.
세계대전 후 일본의 대학과 단기대학 진학률은 1975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거의 변
동이 없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하였고, 현재는 대학과 단기대학 등 대학진학
률이 56.2%, 전문학교를 포함한 대학진학률은 77.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
회인의 대학진학이나 외국 유학생도 증가하여 다양한 배경을 갖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어서, 대학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대학이 각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와 학생의 요구
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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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기관 현황
2011년 현재, 일본의 대학 수는 780개교이고, 290여 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2년
제 단기대학까지 합하면 총 1,100여 개의 대학에 310만 여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표 Ⅲ-12> 일본의 고등교육 현황(2011년 8월 4일 공표)
구분

대학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학교 수

학생 수

합계

780

국립

86

공립

교원 수

직원 수

본무

겸무

2,893,434

176,663

188,219

210,171

623,313

62,682

38,029

67,611

95

143,740

12,812

13,892

13,305

사립

599

2,126,381

101,169

136,298

129,255

합계

387

150,005

9,273

21,102

5,029

공립

24

8,487

638

1,218

250

사립

363

141,518

8,635

19,884

4,779

합계

57

59,220

4,357

2,179

2,550

국립

51

53,291

3,893

1,895

2,425

공립

3

4,004

306

179

80

사립

3

1,925

158

105

45

(특별)

통신교육

대학(사립)

44

217,237

602

9,750

814

대학원(사립)
단기대학
(사립)

27

8,241

87

919

27

11

19,489

29

2,957

60

주: 1. ‘국립’에는 국립대학법인 및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가 설치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공립’
학교에는 공립대학법인이 설치하는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함. 이하 동일함.
2. ‘학생 수’에는 학생모집 정지학교도 정규 폐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포함되어 있음.
3. ‘학생 수’에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부학생 이외에 대학원 학생, 전공과･별과의 학생 및 청강생･선과생
(選科生)･연구생 등을 포함하며 단기대학에 대해서는 본과 학생 이외에 전공과･별과의 학생 및 청강
생･선과생･연구생 등을 포함하며 고등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전공과 및 청강생･연구생 등의 학생이 포
함되어 있음.
4.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실제 수는 64개교(단기대학 11개교를 포함함)이며 대학과 대학원
양쪽으로 통신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17개교임,
5. 통신교육만 실시하는 학교는 7개교이며 대학만 설치하는 학교가 3개교, 대학원만 설치하는 학교가 1
개교, 대학과 대학원을 병설하는 학교가 2개교, 단기대학이 1개교임.
출처: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http://www.e-stat.go.jp/SG1/estat/GL08020103.do?_toGL08020103_&tclassID=000001028876&cycle
Code=0&requestSender=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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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현황
일본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최근 20년간 일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령기인 18세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 수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 취학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
본의 대학･단기대학 진학률을 보면, 20년 전부터 진학 대상자 수는 감소하나, 진학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Ⅲ-13> 일본 대학 학교 수 및 학생 수 추이
연도

4년제 대학 수
계

학부생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원생 수

대학
교원수

1950 201

70

26

105

224,923

80,185

8,451

136,287

189

11,534

1960 245

72

33

140

626,421

194,227

28,569

403,625

15,734

44,434

1970 382

75

33

274

1,406,521

309,587

50,111

1,046,823

40,957

76,275

1980 446

93

34

319

1,835,312

406,644

52,082

1,376,586

53,992

102,989

1990 507

96

39

372

2,133,362

518,609

64,140

1,550,613

90,238

123,838

2000 649

99

72

478

2,740,023

624,082

107,198

2,008,743

205,311

150,563

2005 726

87

86

553

2,865,051

627,850

124,910

2,112,291

254,480

161,690

2006 744

87

89

568

2,859,212

628,947

127,872

2,102,393

261,049

164,473

2007 756

87

89

580

2,828,708

627,402

129,592

2,071,714

262,113

167,636

2008 765

86

90

589

2,836,127

623,811

131,970

2,080,346

262,686

169,914

2009 773

86

92

595

2,845,908

621,800

136,913

2,087,195

263,989

172,039

2010 778

86

95

597

2,887,414

625,048

142,523

2,119,843

271,454

174,403

2011 780

86

95

599

2,893,434

623,313

143,740

2,126,381

272,451

176,663

주) 1. 학교 수는 본교･분교의 합계임
2. 학부 재학생 수는 전공과･별과의 학생을 포함함(청강생･연구생･실습생 제외)
출처: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http://www.e-stat.go.jp/SG1/estat/NewList.do?tid=000001011528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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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일본 고등교육 입학자 수 추이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수

고등교육
입학자수
(전체)

대학
대학

기타과정

단기대학

고등
전문학교

대학원

전수
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문직
학위과정

1950

253,278

104,118

91,472

12,646

…

…

…

…

…

1960

933,738

210,923

162,922

42,318

…

…

3,460

2,223

…

1970

1,402,962

483,838

333,037

126,659

10,318

…

12,357

3,336

…

1980

1,399,292

620,923

412,437

178,215

9,729

245,849

16,844

4,669

…

1990

1,766,917

776,160

492,340

235,195

11,127

454,122

30,733

7,813

…

1995

1,590,720

879,383

568,576

232,741

11,313

431,795

53,842

13,074

…

2000

1,328,902

839,369

599,655

141,491

11,225

386,471

70,336

17,023

…

2001

1,326,844

834,847

603,953

130,246

11,315

386,688

72,561

17,128

…

2002

1,314,809

832,600

609,337

121,441

11,253

398,049

73,636

17,234

…

2003

1,281,334

823,379

604,785

113,029

11,335

407,239

75,698

18,232

572

2004

1,235,012

817,701

598,331

106,204

11,572

400,035

76,749

17,994

7,231

2005

1,202,738

815,464

603,760

99,431

11,345

386,836

77,557

17,553

5,969

2006

1,171,501

808,870

603,054

90,740

11,330

358,241

77,851

17,131

8,899

2007

1,147,159

813,081

613,613

84,596

11,112

334,417

77,451

16,926

9,059

2008

1,088,170

798,612

607,159

77,339

11,288

306,225

77,396

16,271

9,468

2009

1,063,581

796,233

608,731

73,163

11,280

297,730

78,119

15,901

9,247

2010

1,069,129

810,086

619,119

72,047

10,936

318,324

82,310

16,471

8,931

출처: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b_menu/toukei/002/002b/1305705.htm(2011년 8월 발표)을
참고로 재구성

18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취학률과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더 교육받기 원하는 분위기로 바
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등교육 취학률 증가에 따라 교육의 질적 수준 제
고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정책에 반
영되고 있다.
한편, 대학교육 연령층도 높아지면서,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원
생 수의 증가는 일본 고등교육이 연구와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문부과학성은 대학개혁지원정책에서 전문직대학원육성, 고도인재양성 등의 측
면에서 대학원 수준의 역량개발을 중시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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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일본의 진학률 추이(1950~2011년)

3) 대학교육 성과
휴학자 등을 제외하고 2011년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문 분야별 구분
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학생 수는 사회과학계열이 가장 많고, 인문과학과 공학,
보건계열(의, 약학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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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일본 학문분야별 학생 수(4년제 대학, 2011년)
구분

설립별

합계

합계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학
공학
농학
보건계열
의학
치학
약학
기타
가정
교육
예술
기타

2,569,716
385,179
879,372
80,968
395,147
75,770
270,786
50,235
15,349
71,819
133,383
69,503
172,977
72,042
167,972

국립

공립

450,834
31,366
69,261
31,588
135,957
30,560
55,790
26,561
3,556
5,533
20,140
1,216
67,446
3,520
24,130

124,502
20,767
34,102
2,824
15,730
4,319
26,039
4,507
563
1,898
19,071
2,748
2,053
4,752
11,168

형태별
사립

주간

야간

1,994,380
333,046
776,009
46,556
243,460
40,891
188,957
19,167
11,230
64,388
94,172
65,539
103,478
63,770
132,674

2,538,455
380,876
861,091
79,157
389,873
75,767
270,699
50,235
15,349
71,819
133,296
69,502
172,246
71,275
167,969

31,261
4,303
18,281
1,811
5,274
3
87
－
－
－
87
1
731
767
3

출처: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http://www.e-stat.go.jp/SG1/estat/NewList.do?tid=000001011528를
재구성

2011년 3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대학 졸업자의 상황을 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총
552,794명이고 이 중 진학자는 70,642명, 취업자는 340,378명 등으로, 졸업자의 60%
이상이 졸업 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일본 대학 졸업자 현황(2011년 3월 졸업자)
구분
대학
(4년제)

단기대학
(2년제)

계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552,794
100,844
26,995
424,955
66,999
－
3,995
63,004

대학원 등 진학
70,642
35,168
4,109
31,365
7,498
－
640
6,858

취업
340,378
49,513
18,222
272,643
45,650
－
2,539
43,111

전수학교,외국유학
12,200
900
361
10,939
1,488
－
144
1,344

기타
129,574
15,263
4,303
110,008
12,363
－
672
11,691

출처: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http://www.e-stat.go.jp/SG1/estat/NewList.do?tid=000001011528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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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대학 졸업 후
대학원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5~6%에 그쳤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10% 이
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학생의 비율은 78~80% 선
에서 2000년대 이후 60%대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더불어 기업과 사
회에서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원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증가하였
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17> 일본 연대별 대학졸업자 현황(1955~2011년)
연도

계

대학원 등 진학

취업

외국유학

기타

1955

94,735

6,520

(6.9)

69,841

(73.7)

＊

(＊)

18,374

(19.4)

1965

162,349

8,024

(4.9)

135,321

(83.4)

＊

(＊)

19,004

(11.7)

1975

313,072

15,365

(4.9)

232,558

(74.3)

＊

(＊)

65,149

(20.8)

1985

373,302

22,056

(5.9)

288,272

(77.2)

＊

(＊)

62,974

(16.9)

2001

545,512

58,662

(10.8)

312,450

(57.3)

＊

(＊)

174,400

(32.0)

2006

558,184

67,298

(12.1)

355,778

(63.7)

12,039

(2.2)

123,069

(22.0)

2007

559,090

67,175

(12.0)

377,734

(67.6)

9,990

(1.8)

104,191

(18.6)

2008

555,690

67,372

(12.1)

388,417

(69.9)

8,971

(1.6)

90,930

(16.4)

2009

559,539

68,422

(12.2)

382,434

(68.3)

9,843

(1.8)

98,840

(17.7)

2010

541,428

72,539

(13.4)

329,132

(60.8)

13,500

(2.5)

126,257

(23.3)

2011

552,794

70,642

(12.8)

340,378

(61.6)

12,200

(2.2)

129,574

(23.4)

주: 1) ( )은 비율(%), (*)는 자료 없음
2) 연도는 일본 연호에 따라 작성된 문부과학성 통계로 쇼와(昭和) 30년(1955년), 헤이세이(平成) 13년
(2001년) 등임
출처: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http://www.e-stat.go.jp/SG1/estat/NewList.do?tid=000001011528를
재구성

1950년 이후 대학의 졸업자 수, 취업자 수, 진학자 수를 비교한 다음 그림에서도 이러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학 졸업자 수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55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반대로 1991년 81.3%에서 2004년에는 60%로 떨어졌
고, 2008년에 69.9%로 회복되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1년에는 61.6%를 나타냈
다. 대학원 진학자 수는 완만한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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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http://www.e-stat.go.jp/SG1/estat/NewList.do?tid=000001011528

[그림 Ⅲ-16] 일본 대학 졸업자 수, 취업자 수, 진학자 수 추이

2011년 3월 기준으로 대학원 석사 졸업자는 74,675명, 박사 졸업자는 15,893명, 전문
직대학원 졸업자는 8,812명이다. 특징적인 것은 전체 학생 수에서 사립대학이 80%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석사 및 박사 졸업자는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는 대학원 교육 및 연구중심대학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연구환경 조
성 등도 국립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2004년부터 실시된
전문직 대학원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육성되어 사립대학의 전문직대학원 졸업자 수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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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일본 대학원 졸업자 현황(2011년 3월 졸업자)
구분

석사

박사

전문직
대학원

계

대학원 등 진학

취업

외국유학

기타

계

74,675

8,059

54,004

448

12,164

국립

42,855

5,657

32,218

130

4,850

공립

4,624

407

3,504

29

684

사립

27,196

1,995

18,282

289

6,630

계

15,893

108

10,150

242

5,393

국립

11,135

73

7,247

144

3,671

공립

948

6

623

10

309

사립

3,810

29

2,280

88

1,413

계

8,812

221

3,278

95

5,218

국립

3,026

43

1,312

5

1,666

공립

313

4

145

－

164

사립

5,473

174

1,821

90

3,388

출처: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http://www.e-stat.go.jp/SG1/estat/NewList.do?tid=000001011528를
재구성

1950년 이후 대학원 석사 졸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석사학위 취득자의 수는 급
격히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해 박사과정 등 진학자의 비율은 2011년 현재 1955년의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대신, 취업자의 비율이 2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사 졸업자 현황과는 달리, 1950년 이후 대학원 박사 졸업자는 60% 정도가 취
업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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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일본 연대별 대학원 졸업자(석사) 현황(1955-2011년)
연도

계

대학원 등 진학

취업

외국유학

기타

1955

2,310

872

(37.7)

897

(38.8)

＊

(＊)

541

23.4

1965

4,790

1,818

(38.0)

2,240

(46.8)

＊

(＊)

732

15.3

1975

13,505

2,991

(22.1)

8,153

(60.4)

＊

(＊)

2,361

17.5

1985

19,315

3,207

(16.6)

13,408

(69.4)

＊

(＊)

2,700

14.0

2001

60,635

9,201

(15.2)

39,496

(65.1)

＊

(＊)

11,938

19.7

2006

72,531

9,077

(12.5)

50,618

(69.8)

483

(0.7)

12,353

17.0

2007

73,993

8,440

(11.4)

53,437

(72.2)

478

(0.6)

11,638

15.7

2008

73,881

7,938

(10.7)

55,264

(74.8)

410

(0.6)

10,269

13.9

2009

73,811

7,953

(10.8)

55,024

(74.5)

426

(0.6)

10,408

14.1

2010

73,220

8,556

(11.7)

52,052

(71.1)

545

(0.7)

12,067

16.5

2011

74,675

8,059

(10.8)

54,004

(72.3)

448

(0.6)

12,164

16.3

주: 1) ( )은 비율(%), (*)는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는 일본 연호에 따른 문부과학성 통계로 쇼와(昭和) 30년(1955년), 헤이세이(平成) 13년(2001년)
등임
출처: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http://www.e-stat.go.jp/SG1/estat/NewList.do?tid=000001011528를
재구성

<표 Ⅲ-20> 일본 연대별 대학원 졸업자(박사) 현황(1955-2011년)
연도

계

대학원 등 진학

취업

외국유학

기타

1955

…

…

(…)

…

(…)

…

(…)

－

0.0

1965

2,061

－

(－)

1,268

(61.5)

＊

(＊)

793

38.5

1975

2,882

1

(0.0)

1,859

(64.5)

＊

(＊)

1,022

35.5

1985

4,358

14

(0.3)

2,796

(64.2)

＊

(＊)

1,548

35.5

2001

13,179

59

(0.4)

7,454

(56.6)

＊

(＊)

5,666

43.0

2006

15,973

108

(0.7)

9,149

(57.3)

288

(1.8)

6,428

40.2

2007

16,801

130

(0.8)

9,872

(58.8)

259

(1.5)

6,540

38.9

2008

16,281

195

(1.2)

10,239

(62.9)

214

(1.3)

5,633

34.6

2009

16,463

164

(1.0)

10,537

(64.0)

220

(1.3)

5,542

33.7

2010

15,842

203

(1.3)

9,772

(61.7)

186

(1.2)

5,681

35.9

2011

15,893

108

(0.7)

10,150

(63.9)

242

(1.5)

5,393

33.9

주: 1) ( )은 비율(%), (*)는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는 일본 연호에 따른 문부과학성 통계로 쇼와(昭和) 30년(1955년), 헤이세이(平成) 13년(2001년)
등임
출처: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http://www.e-stat.go.jp/SG1/estat/NewList.do?tid=000001011528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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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과 비교하여 일본의 박사학위 취득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자연
과학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일본은 증
가율도 낮고, 그 수도 적은 편이다. 2006년 현재, 미국의 자연과학계열 박사학위 취득
자는 30,452명, 중국은 22,953명인데 비하여, 일본은 8,122명이다.

출처: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백서(2010년)

[그림 Ⅲ-17] 일본 자연과학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수

국가별로 인구 규모를 고려해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물론
인구대비 비율도 적은 편이다. 인구 100만 명 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를 보면, 한국(185명),
미국(189명), 영국(174명), 프랑스(156명), 독일(315명)에 비해 일본은 136명으로 그 수가
적고, 비율 면에서도 공학(136명 중 33명)과 보건계열(136명 중 53명)에 치우쳐 있다.

주: 2005년 현재, 교육지표의 국제비교 2009년판을 활용한 자료임.
출처: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백서(2010년)

[그림 Ⅲ-18] 일본 인구 100만명 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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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자 중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의
기업 연구자 중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은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호주(17%), 미
국(9%), 대만(5%) 등에 뒤떨어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특히 산업계에 대한 ‘커리어 패
스’가 충분치 않은 점을 지적하고, 대학원의 연구력에 대한 매력을 높여 대학과 산업계
의 협력을 통해 대학개혁과 함께 대학원 개혁에도 힘 쓸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문부과
학성, 2011).

주: 2006년 현재, 일본 과학기술연구조사, 미국 NSF, SESTAT 자료, OECD 자료
등을 활용한 국제비교.
출처: 문부과학성, 2010년도 문부과학백서.

[그림 Ⅲ-19] 일본 기업 연구자 중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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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
가. 배경
본래 독일 대학의 전통은 순수 학문 발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한 훔
볼트적 가치에 기반한다. 즉, 대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치기구로 자치권이 보
장됨은 물론 교수중심의 자치 행정이 보장된 체재였다. 이러한 전통은 1960년대까지 명
맥을 유지해 오다가, 본격적으로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선 1970년대 이래로 시대적 변화
에 따라 도전을 받게 된다. 산업사회의 도래는 고등교육 수요에 대한 급증과 함께 사회
발전에 부합되는 직업적 전문성을 보장하는 실용 학문의 요구로 이어졌다. 특히 모든 대
학이 국립대학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보장받고, 교수들은 종신재직권을 갖
는 공무원으로 기능하며, 학생들은 등록금 없이 무료로 이수하는 기존 운영 체재는 국제
사회 내에서 독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은 고등교육 수요의 급증과 실용 학문 과정을 개설에 대한 요
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부족한 예산지원을 경험하면서, 1980년대 이래로 대학별
로 자체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생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다(신현석, 2005: 37).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고,
이를 대신하여 등록금 징수를 통해 대학재정 수입을 증대하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는 점이다. 1996년을 기준으로 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4,800
만 유로･ 4,700만 유로･ 4,900만 유로･ 5,100만 유로･ 5,200만 유로로 금액의 규모를
놓고 보았을 때는 국고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대학 재정 수입 대비 국고
보조가 줄어들었다. 1996년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규모는 12% 가량 줄어들었다([그림
Ⅲ-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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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대학의 전체 재정 수입 대비 국고보조금의 차지 비율을 다루고 있다.
자료: Statisches Bundesamt; Stifterverband; McKinsey; Frank et al.(2010: 31)

[그림 Ⅲ-20] 독일 국립대학의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1996 ~ 2007)

다음으로 교수인력체재의 개편이다. 미국의 계약식 임용제를 도입한 ‘주니어교수제
(Juniorprofessoren)’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학 종사 인력을 대상으
로 한 근무규정법 개정을 통해 주니어교수 또한 대학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음으로 기존의 석사과정인 ‘디플롬(Diplom)’ 학위 및 ‘마기스터(Magister)’ 학위과
정에서 영미식 ‘학사(Bachelor)’ 및 ‘석사(Master)’과정의 도입･확산으로의 전환이 일어
났다. 1999년 볼로냐 선언에 서명함에 따라,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학사 및 석사과정
을 도입하는 안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학 내 교수와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 상당수 교수들이 자신들은 물론 학생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박탈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걱정함과 동시에 대학교 학업을 ‘중고등학교식 학습’으로 전락하는데 기여해
야만 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학생들 또한 짧아진 수학 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소화해야 했기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했다. 이로 인
해 독일 내 공과대를 중심으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도입을 미루고 디플롬 과정을 고수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Müller, 2010).
마지막으로 ‘competitive funding’ 방식을 통해 부문별로 심사 평가를 거쳐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연방 정부 사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우수대학 육성지원
사업(Exellenzinitiative)4)’과 ‘University Pact(Hochschulpakt) 2020’이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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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
또한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질 개발(Qualtätsentwicklung)’ 또
는 ‘질 보장(Qualtätssicherung)’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대학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강의의 질 제고 및 학생 자치에 대한 평가 요소들이 고려되기 시작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대학교육역량강화정책을 논함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州) 정
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Quality Pact of Teaching”사업을 중심으로 동 사업에 선정된
개별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고등교육의 체제적 특성 및 현황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선 1970년 이래로 대학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정책이 추진되면서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대 일시적으로 수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2009년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수는 1975년을 기준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별 현황 통계현황
에서 파악해야 할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1999년 볼로냐 선언을 전후로 고등교육과정에
신규 학･석사(Bachelor & Master)과정이 설치되면서, 이에 대한 학위취득자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신규 학･석사학위 취득자는 2000년을 기준으로 약
9~10배가량 증가하여 약 9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Ⅲ-21> 참조).

4)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Exzellenzinitiative. http://www.bmbf.de/; ‘우수
대학 육성지원 사업(Exellenzinitiative)’은 동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는 다
른 주제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밝히는 바이다. 동 사
업은 2005년 독일 내 처음으로 도입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세부사업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반 종합대학이 추진하는 미래지향 첨단연구 부문을 지원한다
(Zukunftskonzepte). 둘째, 특정 분야의 연구센터를 지원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연계성 있는 연구
를 중점 강화하는 방식이다(Exzellenzcluster). 셋째, 박사과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체제를 운영하
고 있다(Graduiertenschule). 2006년에 진행한 제1차 사업과는 별도로, 제2차 우수대학 육성 지원 사업
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시킨 바 있다. 향후, 동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이에
연방정부 측을 대표하는 연방총리와 16개 주(州)간에 우수대학 육성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2017년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원 금액이 이전과 비교하여 30%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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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독일 학력별 현황(1975 ∼ 2009)
(단위 : 명)

연도

총계

대학
졸업자

박사학위
취득자

교직시험
합격자

전문대학
졸업

학사･석사
취득자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1980
1979
1978
1977
1976
1975

338,656
309,364
286,391
265,704
252,482
230,940
218,146
208,606
208,123
214,473
221,696
227,525
237,144
236,848
229,920
219,477
201,723
177,949
171,941
166,101
162,988
159,132
155,109
150,112
146,920
141,546
137,664
131,126
121,949
123,680
123,816
123,031
124,891
119,771
117,301

111,853
111,834
112,607
106,409
101,755
97,538
95,170
92,201
91,317
94,999
99,287
103,072
109,400
110,530
105,703
101,972
101,401
85,998
83,007
81,524
79,150
74,458
69,449
63,866
61,083
57,153
54,766
50,642
46,879
46,331
42,790
39,829
37,545
36,538
33,669

25,084
25,190
23,843
24287
25,952
23,138
23,043
23,838
24,796
25,780
24,545
24,890
24,174
22,849
22,387
22,404
21,032
20,038
19,022
18,494
17,901
17,321
16,064
15,530
14,951
14,133
13,637
12,963
12,283
12,222
11,939
11,755
11,386
11,531
11,418

36,120
32,579
28,859
26451
24,286
22,545
22,196
23,503
24,959
26,938
27,738
28,256
27,929
28,143
26,748
23,734
16,235
11.325
11,057
10,231
11,306
13,692
16,753
20,354
22,883
25,611
27,368
27,796
27,362
30,452
35,010
40,666
42,645
42,444
40,349

72,808
82,802
83,505
82239
81,483
76,228
72,250
65,929
65,954
66,260
70,126
71,307
75,641
75,326
75,082
71,367
63,055
60,588
58,855
55,852
54,631
53,661
52,753
50,362
48,003
44,649
41,893
39,725
35,425
34,675
34,077
30,781
33,315
29,258
31,865

92,791
56,959
37,577
26318
19,006
11,491
5,487
3,135
1,097
496
-

주: 학위과정별 졸업시험 합격 현황을 기준으로 함
자료: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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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교수 1인당 학생 수 또한 일부 특정 연도를 중심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시기는 2005년 겨울학기로, 교수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60.4명이었다([그림 Ⅲ-21] 참조).

주: 1) 연도별 통계청 자료에 근거함
2) 1992년부터 구동독 주(州)에 소재한 대학 현황을 포함함
3) 연도별 겨울학기 현황을 조사했음
자료: Statisches Bundesamt

[그림 Ⅲ-21] 독일 교수 1인당 학생 수 현황

교수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높은 데에는 대학 내 교원 인력 현황과 연관이 있다. 2009
년을 기준으로 대학 내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의 또는 연구를 전담하는
인력은 총 198,741명으로, 이중 교수는 총 40,165명으로 전체 교원 인력의 20.2%를 차
지하고 있다. 교원 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연구교수로 전체 교원
인력의 73.5%(146,127명)을 차지하고 있다(<표 Ⅲ-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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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 독일 대학 내 인력 현황
구분

총계

교수

40,165

차지율
20.2

4,206

2.1

연구교수

146,127

73.5

기타교원

8,243

4.1

198,741

100.0

시간강사 및 조교

총계

주: 1) 2009년 기준임
2) 차지율은 대학 내 전체 인력 수 대비 인력별 구성인원의 차지율임
자료: Statisches Bundesamt

이와 같은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은 설립유형에 따라 국립대와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구체화하면 일반대학(Universitäten), 특정 전공만을 다루는 일반대학에 준하는 단과대
(Hochschulen)5), 전문대학[Fachhochschulen, 행정전문대학(Verwaltungsfachhochschulen)
은 제외], 예술대 및 음대(Kunst-und Musikhochschulen) 등으로 나눈다.
대학별 학위과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석사과정인 “Diplom”과

”Magister”과정으로, 전공영역에 따라서 4~5년을 이수하고 별도의 국가고시에 합격해
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둘째, 볼로냐 선언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
된 학･석사과정인 “Bachelor”과 “Master”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 및 단과대에서
설치･운영하는 “박사과정(Doktorkurs)”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사학위취득은 과정에 따
라 별도의 추가과정(Transfer Procedure)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한 뒤에 가능하다([그
림 Ⅲ-21] 참조).
대학 유형별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23> 참조). 2010년 대학 설립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은 418개교, 사립대학은 90개교이다. 이중 일반대학
(Universität)은 총 105개교로, 전체 대학 수 대비 약 25%를 차지한다. 16개 주(州)에
소재한 전체 대학의 학생 수는 2,214,112명으로, 이중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기록한 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535,196명, 24.17%), 바뎀-뷔르템베르크주(290,291명, 13.11%),
바이에른주(287,432명, 12.98%)이다. 고등교육기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은 전
5) 예컨대, 신학대학(Theologische Hochschulen)과 교육대학(P dagogische Hochschulen)을 비롯하여
이공계 계통의 공과 대학(Technische Hochschule)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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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학이다. 사립대학은 이미 1970년 이전에도 구서독지역을 중심으로 10개교가 설립되
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1999년도까지를 기준으로 총 43개교가 설
립되었으며, 2000년도부터 10년간 47개교가 신규 설립되었다(Frank et al., 2010: 19).

자료: o. V. Institutions, Programmes and Degrees in German Higher Education.
http://www.fh-bonn-rhein-sieg.de/.

[그림 Ⅲ-22] 독일 고등교육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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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독일 대학유형별 고등교육 체제 현황
대학
105

일반대학

국립1)(418)

사립2)(90)

학생

교육대학

6

신학대학

16

예술대학

51

전문대학

211

행정전문대학

29

일반대학

11

전문대학

79

2,214,112

95,000

주: 1) 2010/2011 겨울학기 기준임; 행정대학(Verwaltungsfachhochschulen)은 공무원 직책 ‘gehobene
Dienst’ 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임
2) 2010년 기준임
자료: Statisches Bundesamt. Hochschulen. <http://www.destatis.de>; Frank et al.(2010: 18)

<표 Ⅲ-24> 분석 대상국 고등교육 체제 비교
주요국 고등교육 체제 비교
미국

고등교육
개혁 배경

체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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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일본

독일

2차 세계대전 및 한
국전쟁 이후 고등교
육 규모 팽창 ￫ 학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나타남
1970년대 이후 학부
교육의 경쟁력 강화
로 인한 고등교육 영
역 인식 변화 ￫ ‘인적
자원개발‘

1980년대 이후 고등
교육 정책적 관심 증가
대학교육기회 확대로
엘리트 체계 탈피
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질 관
리 및 단위 학교의 자율
성 강조

1990년대부터 고등교
육 정책적 관심 증가
교수-학습 질 제고
강조

1980년대 이후 고등
교육 정책적 관심 증가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인재 육성
18세 교육인구 감소
에 따른 재정난 극복
천편일률적인 학사운
영 개선

1999년 볼로냐 선언
이후 정책적 관심 증가
영미식의 학･석사 과
정 도입의 부작용 ￫
질 보장 문제 개선

‘다양성’과 ‘특성화‘
연장정부와 주정부의
분권적 특성 ￫ 고등
교육정책의 이원화
(주정부/개별 대학)

대중화 교육 지향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
과 비례한 교육의 질
제고
실용성과 융화된 대학
교육
국가수준의 고등교육
제도 개혁

호주대학질관리기구
(AUQA)･호주자격체
계(AQF) 설립하여 대
학의 질 관리에 중점
을둠

대학의 질 보증･시화
및 학생 요구에 부응
하는 고등교육이 요
구됨

교수 1인당 학생 수
유지 등 교육환경 개
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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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고등교육 체제 비교
미국
기관
총 대학수: 4,495개
현황 *국립: 사립
(2009~
=1,672:2,823
2010년 4년제: 2년제
=2,774:1,721
기준)
학생
2,042만명
현황 *성인학생
현 (2009~
(만 25세 이상)
황 2010년
비율 증가
기준)

대학
교육
성과

학사학위 취득 비율
이 가장 높음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
타남

영국
총 대학수: 165개
*유자격대학(115)

호주
총 대학수: 120개
*대학(university :
39), 고등교육기관
(약80개)

일본

독일

총 대학수: 1,100 개 총 대학수: 508 개
*대학(university :
*국립: 사립=418:90
780), 단기대학
(320)

249만명
113만명
310만명
230만명
*학생 수 꾸준히 증가 *2006년부터 꾸준한 *20년 전부터 진학 * 국립: 사립
학생 증가률을 보임
대상자는 감소하나,
=2,214,112
*외국인 학생비율이
진학률은 증가
높음
고등교육 졸업자 취
업 현황: 74%

학위수여자수 꾸준히
증가

4년제 졸업자:
대학졸업자:
552,794명
111,853명
*상위 과정 진학자
*학사･석사 취득자
(70,642명), 취업자
(92,791명)
(340,378, 60%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25,084명)

주: 1) 2010/2011 겨울학기 기준임; 행정대학(Verwaltungsfachhochschulen)은 공무원 직책 ‘gehobene
Dienst’ 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임
2) 2010년 기준임
자료: Statisches Bundesamt. Hochschulen. <http://www.destatis.de>; Frank et al.(20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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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1. 미국
가.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부상의 배경
양적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국가로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학부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노
력하는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중심 대학들도 있는 반면에, 다트머스 대
학(Dartmouth College), 마이애미 대학(Miami University-Oxford) 등과 같이 저명한
교육중심의 학부중심 대학들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학부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촉발된 시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1970년대 전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퇴역
군인들에게 교육, 주택, 보험, 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향군인사
회적응지원법(The Servicemen’s Readjustment Act of 1944: 이하 ‘G.I 법안’ 이라 함)｣
이 제정된 시점(194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 법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하
여 학업을 포기했던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제대군인들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미국 대학생들의 인종적･사회적 배경도 다양화 되었다
(Gumport et al., 1997; Thelin, 2004). G.I 법안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대학에 진학한
제대군인은 약 10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그 영향은 지대하였다(Thelin, 2004).
또한, G.I 법안은 학부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원교육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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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다. 동 법안에 따라 대학 졸업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석박사과정 진학생의 규모
도 확대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수많은 연구중심대학의 토대가 되었다(Mehallis,
1997; 민혜리･이희원, 2007 재인용). 하지만, G.I 법안은 대학 문턱을 많이 낮춤으로써
학업준비도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다수 입학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일과 학
업,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성인대학생들의 현저한 증가는 종전에 고등학교를 갓 졸
업한 학생들만을 주로 가르치던 대학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에 주립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주정부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
면서 더욱 악화해졌다. 재정난 속에서 주정부들은 주립대학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책
무성(accountability)’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대학생의 학업지속, 휴학, 중
도탈락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Tinto, 1993). 아울러,
주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질(quality)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대학생들의 학습
성과 평가(student learning assessment)’가 1970년대 후반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최정윤 외, 2009). 학습성과 평가는 도입 초기에는 개별 대학의 교육목표 달
성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학교육이 주정부와 주민과 기
업,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가를 보여주는 ‘책무성
평가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주정부의 재정위기가 계속되면
서 대학교육을 ‘공공재, 공공서비스’로 인식하던 종전의 관점을 벗어나, 경제와 인적자
원 개발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대학교육의 책무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
다(Ewell,1990).
이외에도 학부교육에 대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개별 대학의 관심이 증대될 수밖
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이제봉, 2007). 그것은 바로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
회의 도래, 국제화, 이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대학생 인구가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고 있
기 때문이다(Gumport et al., 199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학부생 중에 성인대
학생(만 25세 이상)이 약 40%이며, 그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part-time enrollment)도
40%나 되고 있다(NCES, 2010). 지식기반사회･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라 직업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Bean
& Metzner; 1985). 일과 학업, 그리고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성인대학생들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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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한 일반 대학생들과 같은 수 없다
(Haplin, 1990; Braxton, Hirschy & McClendon, 2004).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이 일
과 학업, 가정에서의 복합적인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사 및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이들이 일터와 사회생활을 통해서 축적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교육과
정과 교수법 설계가 필요하다(Knowles, 1969; Apps, 1981; Cross, 1981; Kasworm,
1990; 2003; Donaldson & Graham, 1999; Graham et al., 2000). 또한, 국제화와 이
민 증가 등으로 인해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교육통계청(NCES)에 의하면, 2009학년도 현재 소수민족 학생 비율은 55.0%나 된
다(NCES, 2010).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대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대학 교과목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학업 준비도가 부족한 학생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미국 고등교육의 성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
안으로서 ‘학부교육의 강화’가 미국 연방정부의 중요한 고등교육과제로서 대두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나. 시기별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미연방 교육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은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연방정부의 정책기조,
고등교육 여건 등을 반영하면서 역사적으로 변천해왔다. 대학들의 교육역량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연방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 제정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미연방 교육부의 노력이 본격화된 것은 1965년에 ｢고등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of 1965)｣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동 법은 Lyndon Johnson
대통령이 제창한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Great Society Program)｣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빈곤 해소와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시설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흑인대학(Black colleges)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수한 소수인종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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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주미대사관 교육관실, 2007).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2장은 대학도서관 지원, 제3장은 개발
도상 대학들(developing institutions) 지원, 제4장은 학생 지원, 제5장은 교원교육 프로
그램 지원, 제6장은 학부교육의 질 향상 지원, 제7장은 개정 고등교육시설지원법이다. 이
중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은 제3장과 제6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Ⅳ-1> 미국 1965년 고등교육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목적

제1장
지역사회 서비스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택, 빈곤, 고용, 교통, 보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제2장
대학도서관 지원

대학 도서관의 질 향상을 위한 교부금 지원
고등교육기관내에 설치된 도서관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교부금 및
도서관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위한 교부금 (또는 계약금) 지원
미의회 도서관에서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학문적 가치가 높은 도서를 구입하
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 지원

제3장
개발도상대학 지원

고등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잠재적 가능성은 있으나, 재원 부족 등으
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대학 지원
- 기관 간 협력을 위한 기획 및 운영을 위한 교부금
- 기관 및 교직원의 자체 발전을 위한 교부금
- 중견 학자(senior scholars) 초빙을 위한 교부금
- 개발 도상 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원생 및 신규
임용된 교수들을 위한 지원

제4장
대학생 지원

제5장
교사지원 프로그램

교육기회 교부금
대학생들을 위한 연방, 주정부, 민간 학자금대출
대학생 근로장학 프로그램
국가방위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우수한 젊은 교사들의 낙후지역 학교 근무 지원
대학원 교사교육과정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교사양성 프로그
램 지원

대학에 시청각기기 및 화상교육 위한 TV 장비 등 설치 지원
제6장
학부교육의 질 향상 지원 첨단장비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대학 교직원 연수비 지원
제7장
대학의 학생수용능력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
고등교육시설지원법 개정 등교육시설지원법 개정
자료: Higher Education Act of 1965(Public Law 89-329) (주미대사관 교육관실,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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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4년 고등교육개혁 보고서
1983년에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에 발표된 ｢국가의 위기: 교육개혁의 필요성(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은 미국이 교육 수월성
면에서 소련 등의 다른 경쟁국에 뒤쳐져 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주정부의 권한과 책무
로만 간주되었던 초중등교육 개혁을 위한 연방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행
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고, 그 일환으
로서 고등교육정책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1984). 동 검토 작업을 구체화한 것이 미연방 교육부의 교육연구기관인 ｢국가교육연구
소(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의 요청에 의해서 고등교육연구팀(Study Group
on the Conditions of Excelle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이 마련한 ｢아젠다
의 진행: 미국 고등교육의 수월성 조건에 대한 연구그룹의 제1차 보고서(The Progress
of an Agenda: A First Report from the Study Group on the Conditions of
Excelle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보고서이다(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1984).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 고등교육이 당면한 현안 문제로서 저조한 졸업률, GRE
(Graduate Record Examination, 대학원 입학시험) 성적의 저하, 대학 전공 의 지나친
세분화, 문학 및 과학분야 전공자 수의 감소, 시간강사 비율의 증가, 대학교육 수요 대
비 공급 부족, 대학재정의 곤란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습
조건 개선, 학습 참여 증진, 대학평가체제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정영수･한만길･정재걸,
1987).

3) 2006년 ｢리더십의 실험: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 설계(A Test of Leadership:
Charting the Future of U.S. Higher Education)｣보고서
비교적 최근에 미연방 교육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내
용은 Margaret Spellings 전 미연방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의해『고등교육미래위원회
(Commission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가 2006년에 마련한 ｢리더십의
실험: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 설계(A Test of Leadership: Charting the Future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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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Education)｣ 보고서에서 발견될 수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동 보고서는 글로벌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대학생 인구의 다양화와 고령화,
시장주의 강화 등과 같은 고등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
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
든 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2)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3)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4) 평생학습 여건 조성, 5) 주요 전략 학문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이다. 각 개혁방안별로 세부과제들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
하여 미국 연방교육부에서는〈표 Ⅳ-2〉와 같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07–12)을 마련하였다(U.S. DOE, 2007).

〈표 Ⅳ-2〉에 제시된 과제 중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두
번째 과제인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대학
생 1인당 지출이 연평균 22,000달러(2001년)로 주요 선진국 평균의 2배임에도 불구하
고, 대학 졸업률이 OECD 선진국 중에 12위에 불과하며, 대졸자 중에 산문 문해력
(prose literacy)이 우수한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40%에서 31%로 낮아진 문제점을 지
적하면서,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째, 주정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40여개의 고등교육 정보시스템을 연계하
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평가 인증을 학습성과 평가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
는 것이다. 넷째, 교육소비자들이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를 비교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부의 대학 탐색 사이트를 개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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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미국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미연방 교육부의 실행계획
구분

현재

개선방안

∙ 25～29세 성인의 학사학위(BA) 취
득: 백인 34%, 아프리카계 18%,
히스패닉 10%
∙ 대학생의 40%는 적어도 1회의 보
충교육과정 이수(연간 10억 달러
접근성
소요)
(Accessibility)
∙ 25~64세의 60%이상이 고등교육
학위를 갖고 있지 않음 (자료:
2004년 미국 인구통계국)

∙ 정규교육과정(K-12)에서 대학준비 교육 강화 및 대학의 기대
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기준 마련
∙ 고등학교에서의 NCLB(No Child Left Behind)법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 의회와 공조
∙ 대학과 노동력 준비도에 대한 주(state) 수준의 추정치를 제
공하기 위해 12학년에 대한 NAEP(Nation’s Report Card)
test 재설계
∙ 국가경쟁력과 개인의 기회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성인 문
해력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리더십 동원
∙ 성인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전략, 모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연방정부의 연구주제 개발

∙ ’95～’05년간 공립 4년제 대학의
평균 수업료(tuition+fees)가 51%
상승(사립은 36% 증가)
∙ 4년제 대졸자의 평균(median) 부
채수준은 공립의 경우 15,500달
비용부담
러, 사립의 경우 19,400달러
가능성
(Affordability) ∙ 고등교육에 대한 주정부 재정지원
은 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연방 재정보조 무료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작성을 위한 학생들의 부담을 절반 줄
이기 위해 소득 및 세금 자료를 사용하는데 주정부와 협력
∙ 고교 3년이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학자금 신청 적격 여부를
알려줌
∙ 연방차원의 need-based 학자금 지원 기금 제공(의회와 공조)
∙ 연방금융지원시스템을 검토하기 위한 독립위원회 창립
∙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향상기금(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Education; FIPSE)의 회생
∙ 일관된 지불능력 측정을 위해 연도별 대학 자료를 보고하는
조직을 격려

∙ 대학졸업률이 선진국 중 12위로 추
락(OECD)
∙ 고등교육분야의 학생 1인당 지출이
2001년 기준으로 연평균 22,000
달러로 주요 선진국 평균의 2배
책무성
(Accountability) ∙ 대졸자의 산문 문해력(prose literacy)
이 뛰어난(proficient) 사람의 비
중이 지난 10년동안 40%에서 31%
하락(NAAL) (자료: 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 40개의 고등교육정보시스템을 함께 연결하기 위한 주정부 컨
소시엄과 협력
∙ 학생들의 학습결과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기관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검토
∙ 결과중심의 인증 표준으로의 전환을 권장하기 위해 인증 관련
기관을 소집
∙ 소비자들이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부의 대학탐색
사이트를 개편 ※ 미연방교육부는 수요자중심 고등교육통계
시스템(college navigator)을 구축 완료

자료: 김문희 (2007).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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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8년 고등교육법 재승인(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of 2008)
현재 연방교육부가 추진중인 각종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2008년
에 제정된 ｢고등교육기회법(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of 2008: HEOA)｣을
들 수 있다. HEOA는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 HEA)에 대
한 개정법으로서, 연방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
다. HEA는 1965년 제정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고등교육기회법
(HEOA)으로 개정되었다.
HEOA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제2장
은 교사의 질 강화(Teacher Quality Enhancement), 제3장은 고등교육기관 지원
(Institutional Aid), 제4장은 학생 지원(Student Assistance), 제5장은 개발도상대학
(Developing Institutions) 지원, 제6장은 대학 국제화 프로그램(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지원, 제7장은 대학원교육 및 중등이후 교육프로그램(Graduate and
Postsecondary Improvement Programs) 지원, 제8장은 기타 프로그램(Additional
Programs) 지원, 그리고 제9장은 다른 법 개정(Amendments to Other Programs)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총9장중에 ‘대학교육역량 강화’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부분은 제3장 고등교육기관 지
원(Institutional Aid), 제5장 개발도상 대학(Developing Institutions) 지원, 제6장 대
학 국제화 프로그램(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지원, 그리고 제7장 대학원교
육 및 중등이후 교육프로그램(Graduate and Postsecondary Improvement Programs)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 제3장은 인디언(Indian) 원주민, 알래스카 및 하와이
원주민 등을 위한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제5장은 남미 출신의 히스패
닉계 미국인(Hispanic Americans)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장과 제5장이 특정 인종의 학생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특수 목적
지원’ 성격을 띤다면, 제6장과 제7장은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성격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제6장에 의해 지원되는 ‘대학 국제화 프로그램’은 언어자원센터
(Language Resource Centers), 학부 국제연구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국제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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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미국 해외연구센터 지원, 기업 및 국제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외유학 등을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제7장에 제시된 ‘대학원 교육 및 중등이후 교육프로그
램’은 대학원 교육 지원과 중등이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미연방 교육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소개하는 부분에 제
시되어 있다.

다. 대표적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및 사업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연방정부의 사례로는 기존의 고등교육법 개정법인 ｢고등교육
기회법(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of 2008: HEOA)｣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중등이후 교육 프로그램 펀드(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Programs)
｣사업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주정부의 사례로는 주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매사추세츠주(Commonwealth of Massachusetts)와 버지니
아주(Commonwealth of Virginia) 사례를 살펴보았다.

1) 연방교육부 사례
가)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조한 졸업률, 보충교육 이수 학생의 증가, 대학생들의 기초
학업역량 저하 등으로 인해서 미국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중
등교육의 질적 저하, 이민의 확대, 성인대학생의 증가 등으로 인해 대학에서 요구되는
학업준비도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진학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식기반경제에
서 미국이 선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고급인재들을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US DOE, 2006). 특히, 최근에 계속된 경제위기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졸업률 저하, 보충교육의 증대 등은 고등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Margaret Spellings 전 연방교육부장관의 요청에 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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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육미래위원회(Commission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에서 2006
년 ｢리더십의 실험: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 설계(A Test of Leadership: Charting the
Future of U.S. Higher Education)｣라는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교육의 확대와 성과 제고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8년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인 ｢고등교육기회법(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of 2008: HEOA)｣에 반영되어 있다.

나) 정책의 주요 내용
미연방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으로서 ｢고등교육기회법(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of 2008: HEOA)｣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중등이후
교육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Programs)｣을 들 수 있다. 이에 사업에 따라 연방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
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성인대학생 등과 같은 비전통대학생(nontraditional
students)을 포함하여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중등이후 교육 프로그램(postsecondary
programs)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 및 전문훈련을 위한 경로 설계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 및 관련 프로
그램 개발, 그리고 관련 기관간의 공동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학점인정방안 개발, 이론학습 및 경험학습의 결합, 원격교육 및 기술발전을
교육방법으로서 활용하는 기관의 설립, 기관 간 협력사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
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입 및 재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 차원의 개혁,
보충교육(remedial education)과 영어교수법의 개선, 보충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핵심과
정으로 조기에 이전하여 졸업기간을 단축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영어능력이 제한적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간의 협
력을 지원한다. 넷째, 학부와 대학원 수준에서 학제 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빈곤 및 인간역량 개발, 서비스 러닝(service-learning)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다섯째, 노숙자 학생, 위탁 아동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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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지원한다. 여섯째, 미디어 산업에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및 비영
리조직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이상의 6대 과제 중에서 핵심적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연방교육부의 중등
이후교육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OPE)에서 추진하는 ｢고등교육 프로
그램(Higher Education Programs: HE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HE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하여 OPE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주정부, 비영리조직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HE 프로그램은 크게 3개 영역(대학서비스, 주정부 서비스, 학생서비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대학 서비스(institutional service)는 대학의 학문적 수월
성, 기관 경영, 재정안정성,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정부 서비
스(state service)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확대 및 수월성 제고를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grant
programs)을 시행하고, 교사의 질 및 학교 의무복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학생 서비스(student service)는 저소득 학생, 장애학생 등의 교육기
회를 확대하고, 국가전략 분야와 관련된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와 밀접히 관련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대학 서비스
(institutional service)에 포함된 ｢FIPSE 종합프로그램(FIPSE Comprehensive Program)｣
을 들 수 있다.〈표 Ⅳ-3>에서 알 수 있듯이,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중심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중심 대학들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대학생, 이민자 등
과 같은 비전통적인 대학생을 위한 기회 확대만이 아니라, 학제 간 연구, 학부와 대학원
간의 공동 연구, 대학교수법 개발 등과 같이 대학교육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이니셔티브 등이 지원되고 있다. FIPSE 종합프로그램을 통해서 2007~2010년
에 걸쳐서 총 62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는데, 연도별 지원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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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미국 FIPSE 종합프로그램 현황 (2007~2010)
연도

지원 기관

프로그램명

Wisconsin’s Grassroots Teacher Quality Assessment Model: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Large-Scale Assessment of Math and Science Cont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Knowledge in Student Teaching
Community-Campus
Partnerships for Health

Faculty for the Engaged Campus FIPSE Comprehensive Grant
Program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Building Literacy: The integration of Building Technology and
Design in Architectural Education

LaGuardia Community College Making Connections: ePortfolios for Learning and Transfer

’07

Marquette University

Who Counts? Math Across the Curriculum for Global Learning

National Commission on
Teaching and America’s
Future

Teachers Learning in Networked Communities

New England Conservatory

The Music-in-Education Dissemination Project

Pratt Institute

Greener by Design: A Model for Infusing Sustainability into the
Curriculums of Schools of Art and Design

Temple University

Dissemination of the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in Teacher
Education Project

Texas Southmost College

Collaborative Computer Science and mathematics Ambassador
Program for hispanic High School Students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Reenvisioning Land Grant and Research Institutions for an
Urban Age

University of Rhode Island

The Academic Roadmap: A Web-Based Tool for Improving
Student Access, Advising, and Retention

University of Texas - Pan
American

Medical Spanish for Heritage Learners: Advanced Language
Skills for Quality Health Car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Texas Language Technology Open-Access Initiative
University of Texas at
Brownsville and Texas
Southmost College

Collaborative Computer Science and mathematics Ambassador
Program for Hispanic High School Students

Utah State University

National Consortium to Broaden Access to
Electronically-Mediated Education Through Institutional
Accreditation

Western Oregon University
Yale University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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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for Instruction in Science and Math (PrISM) Oregon
Development of materials and Infrastructure for individualized
Enrichment in Language and Discipline Study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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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8

지원 기관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Clinical Nursing Education Redesign and Evaluation Project

Rutgers - New
Brunswick/Piscataway

Developing Leaders for New Jersey’s Science-Based Industries:
Creating a Statewide System of Professional Science Masters
Degrees

University of Arizona

Preparaci n Online: Building Teacher Capacity for Latino
Academic Success and Readiness for Higher Education Through
Online In-Service Trai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CHASS Connect: Increasing Student Success, Persistence, and
Degree Completion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

A Web-Based Mentoring Program Creating Industry-Academe
Synergy

University of Texas - El Paso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e-Based Bio-Manufacturing
Laboratory for Engineering Education

WestEd

Videocases for Development of Novice College Mathematics
Instructors
계

’09

’10

프로그램명

7개

지원되지 않음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y

Mobilizing Disciplinary Societies on Behalf of Our Students and
Our Planet

Bard College

Preparing Teachers for These Times (PT3): Context-Specific
Teacher Education Across the Domains.

Brooklyn Historical Society

Students and Faculty in the Archives: History Museums,
Colleges, and Critical Thinking

Butte-Glenn Community
College District

Teaching for Rural Academic Basic Achievement and Job
Opportunities.

Community Catalyst Inc.

Community Learning Partnership

Council for Adult and
Experiential Learning

Maps to Credentials: Creating an Integrated Prior Learning
Assessment Model to Accelerate Postsecondary Attainment.

Dartmouth College

In and Out of the Classroom, On and Off Campus: The
Rockefeller Center Policy Research Shop.

Duke University

PhD Pipeline Opportunity Program Proposal

Duquesne University

Redesigning the Professional Practice Doctorate in Educ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Learning Through Interdisciplinary Frameworks for Teacher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PBL-TECH: Using Web 2.0 Tools and Resources to Support
Problem-Based Curricular Innovations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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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원 기관
Kalamazoo College

Improving Student Retention and Connection Through
Innovative Advising.

LaGuardia Community College

Connect to Learning: ePortfolio, Engagement, and Student
Success.

Massachusetts Bay
Community College

Real Problems, Real Needs, Real Solutions: Early Childhood
Education Workforc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Haiti.

Michigan State University

Competency-Based Assessment of Liberal Learning Goals
Through Institutional Experiential Education for Global
Sustainability.

Monroe Community College

Strengthening the K-20 Pipeline

National Commission on
Teaching and America’s
Future

Teachers Learning in Networked Communities (TLINC ®):
Dissemination and Scale-Up

National-Louis University

’10

프로그램명

The Faculty Residency

Purdue University Calumet

Mixed Reality Simulators for Wind Energy Education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An Integrated Approach to Teaching Mathematics Using Lego
Robotics in Middle School and Math Education College Courses.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National Metro Academies Initiative and Dissemination Center.

Syracuse University

HBCU Disability Consortium

Texas A&M University

Family-University-Student Engagement (FUSE) Project

Trident Technical College

College Bound

University at Albany-SUNY

Enhancing Teacher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Early
Literacy Instru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Diverse Educational Community and Doctoral Exper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ulturally-Inclusive Positive Behavior Supports Teacher
Training Program

University of Colorado at
Colorado Springs

Southern Colorado Higher Education Access and Completion
Project.

University of Iowa

Campus Sustainability Living-Learning Community

University of Michigan - Ann
Lifelong Learning Curriculum Transformation.
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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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원 기관
Utah State University

’10

프로그램명
National Consortium to Broaden Access of
Electronically-Mediated Educatio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The Curriculum Matrix: A Web-Based Medical Curriculum
Development Consortium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Outside-the-Box Professional Development: A Living
Institution-University Model for Preparing Elementary
Teachers in Science

Willamette University
Youth Policy Institute
계

The Algebraic Thinking Project
Los Angeles CollegeReady Program
37개

자료: US DOE(n.d.). FIPSE Comprehensive Program. Retrieved June 12, 2011 from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pe/fipse/fipsemaps.html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정부는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발휘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고등교육 이슈(성인학습자 증가 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대학교육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 기관 지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주정부에 있는 미국의 고등교육체제 하에서 연
방 정부가 개별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교육 혁신에 필요
한 사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과 협력하여 사업을 할 수 있
는 유사기관들, 또는 연구소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특성상 대학 간
협력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할 때, 그 성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공모경쟁 지원을 통해서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대학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형태를 통해서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다) 재정 지원

｢중등이후 교육프로그램 펀드사업(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Programs)｣를 포함하여 고등교육 사업(학자금 융자 제외)은 앞서 언급한 연방교육부의
중등이후교육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OPE)의 소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등이후 교육 프로그램 펀드 사업 예산은 ‘교부금(grant)’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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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거나 사업 대상을 교육시키는 고등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원된다.
2011년 OPE 예산은 총 US $2,732,149,000이고, 이 중에 학생 지원(Assistance for
students)이 48.9%로 가장 많은 편이고, 그 다음으로 소수자(minorities) 학생들을 위
한 대학지원 예산(23.8%), 기타 대학 지원(12.7%) 등의 순이다(U.S. DOE, 2011).

〈표 Ⅳ-4〉미국 2011년 연방교육부의 중등이후교육국 소관 예산
(단위: US $1,000)

예산 항목

주요 지원 내용

대학 운영 지원 예산
(Aid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소수인종학생들을 위한 대학운영 운영 지원
(원주민 대학, 흑인대학 등)

651,268 (23.8)

히스패닉계 미국 학생 지원 대학
(Aid for hispanic-serving
institutions)

히스패틱 미국 학생들을 주로 교육시키는
대학 지원

239,429 (8.8)

기타 대학 지원

예산액 (%)

국제교육 및 외국어 학습

125,881

후기중등교육 개선 보조금

159,403

기타 프로그램

6,2585

소 계
학생 지원
(Assistance for students)

Trio, Upward Bound 등의 학생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기타

GPRA data/HEA program evaluation,
Underground railroad program 등
총 계

347,869(12.7)
1,336,029(48.9)
157,554(5.8)
2,732,149(100.0)

자료: U.S. DOE.(2011). Department of Education Fiscal Year 2012 President’s Budget. Retrieved
June 1, 2011 from http://www.ed.gov.

이와 같이 구성된 중등이후 교육프로그램 펀드사업은 연방헌법(U.S. Constitution)에
의해서 교육 일반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미국에서
도 최근에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대학이나 주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연
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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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사추세츠州 사례
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매사추세츠 주(Commonwealth of Massachusetts)에는 다수의 주립대학과 사립대학
이 있으나, 주정부에 의한 정책대상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주립대학들이다.
2010/11학년도 현재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에는 총 29개의 주립대학이 있으며, 그
중에 15개교는 2년제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s)이고, 나머지 9개교는 단독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4년제 대학들이다. 이외에도 명문 주립대학 중의 하나로 꼽히는 5
개 지역캠퍼스를 가진 매사추세츠 주립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이 있다
(Massachusetts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MDHE], n.d.). 이들 주립 대학들에
2010/11학년도 현재 약 260,00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중이며, 약 33,000개의 학위와
자격증이 수여되고 있다(MDHE, n.d.). 매사추세츠 주에서 주립대학에 관한 의사결정은

｢고등교육위원회(The Board of Higher Education)｣에서 맡고 있으며, 그 집행기구로서
｢고등교육부(Massachusetts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 MDHE)｣가 설치되어 있다.
매사추세츠 주의 대표적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으로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양
성과 연구자원 확보를 위하여 고등교육위원회에서 2011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비전
프로젝트(Vision Project)｣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매사추세츠 주를 미국 최고의
교육을 받은 시민과 인력을 양성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등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최고의 주(州)로서 만드는 비전을 추구한다.
비전 프로젝트는 매사추세츠 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주립대학들이 함께 협력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 주지사인
Deval L. Patrick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 9월에 고등교육위원회
에서 최초로 논의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2011년 7월에 시작되었다. 비전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데, 첫째 매사추세츠 주의 발전을 위해
주립대학들의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대학 교육과 연구에 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이들 성과지표를 다른 50개주의 평균과 비교하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들
의 역량과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매사추세츠 주립대학들이 이들 성과지표 영역
에서 미국 최고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MDHE, 2010).

｜

97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나) 정책의 주요 내용
비전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사추세츠 주의 고등교육부에서는 연구영
역과 대학교육 영역으로 구분하여 성과목표를 개발하였다. 우선, 연구분야 목표는 연구
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있어서 미국 최고의 주립대학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자료: Massachusetts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n.d.).

[그림 Ⅳ-1]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비전 프로젝트 개요

교육분야 성과영역으로는 고등교육 참여율(participation), 고등교육 이수율(completion),
학습성과(student learning), 인력부합성(workforce alignment) 등 4개 영역을 설정하
고 있으며, 각 영역에 있어 미국 최고의 수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Ⅳ
-1]에서 보듯이, 각 영역은 다시 세부 성과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 제1영역인 고등
교육 참여율의 경우, 대학교육 준비도(college readiness)와 대학진학율(collegegoing rates)이 하위 성과지표이다. 제2영역인 고등교육 이수율의 하위 성과지표는 졸
업률 및 학생성공률(graduation and student success rates), 그리고 편입정책 및 사
례 개선이다. 제3영역인 학습성과의 하위 성과지표로는 주 차원의 학습성과와 개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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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성과가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제4영역인 인력 부합성의 경우, STEM 교육 결과
(Th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기술･엔지니어링･
수학) 와 주정부 차원의 인력훈련실적이 하위성과지표로서 제시되었다. 이들 성과지표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표 Ⅳ-5>와 같다. 각 지표들의 값은 향후 전국 평균
값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성별, 소득수준, 인종유형에 의해서도 비교될 예정이다.
〈표 Ⅳ-5〉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비전 프로젝트 성과지표
비전 영역

고등교육
참여율

고등교육
이수율

학습성과

인력부합성

성과지표

측정 방법

대학준비도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학 및 영어 점수

대학진학율

전국 대비 매사추세츠 주의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율
학생인구 대비 매사추세츠 주의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율
전국 대비 순수 이동 재학율(net migration for college attendance)6)

o 학사과정
- 전국 대비 최초 등록 대학으로부터의 졸업률
졸업률 및 학생
- 대학 졸업률 (편입 여부 상관없음)
성공율/
o 전문학사 과정
편입정책 및
-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률 (전국 평균 대비, 전체 학생인구 대비)
사례
-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성공률 (4년제 대학 편입비율, 지속등록률 포함)
* 전국 평균 대비, 전체 학생인구 대비
주 차원 /
캠퍼스 차원
학습성과

전문자격증 시험 합력률 (전국 대비)
대학원입학시험 점수 (전국 대비)
기타 학습성과 결과

STEM 교육

핵심직업분야 관련 STEM 학위 및 자격증수
STEM 전공에 있어 학생지속 등록률 및 졸업률
STEM 분야 전공을 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수 및 비율

핵심직업분야 관련 수여된 학위 및 자격증 비율 (전국대비/ 매사추세츠주
예측 대비)
주정부 차원의
핵심직업분야 관련 학생 지속률 및 학위이수율
인력훈련
매사추세츠주내 공립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의 취업률, 계속교육율 및 졸
업자수

연구활동

연구지출

연구비 지출 수준 (전국 대비) * UMASS에만 해당됨

경제활동

경제활동

등록 수입(licensing income) (전국 대비) * UMASS에만 해당됨

자료: Massachusetts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n.d.)

6) 전국 대비 순수 이동 재학율(net migration for college attendance)은 매사추세츠 주 학생이 다른 주
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 대비(對比) 다른 주 학생이 매사추세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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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지원
비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사추세츠 주정부에서는 2011년 7월에 주립대학들
을 대상으로 ‘성과 인센티브 펀드(2.5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센티
브 재원은 현 주지사인 Deval L. Patrick이 서명한 2011년 예산으로부터 확보될 예정이
다(MDHE, n.d.). 인센티브 펀드는 주립대학들로 하여금 비전 프로젝트의 목적을 실현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며, 획일적으로 배분되지 않
고 공모경쟁을 통해서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3) 버지니아州 사례
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버지니아주(Commonwealth of Virginia)에는 2011년 현재 39개의 주립대학, 300여
개의 사립대학과 중등이후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있다. 주립대학 중에 4년제 대학은 16개
교이고,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23개교이다(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2006). 이들 주립대학에 의해서 연간 54,000개 학위가 수여
되고 있으며, 학생의 86%가 버지니아주 출신일 정도로 버지니아 주민들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봉사하는 기관이다. 버지니아주에서 고등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은
1956년에 주지사 및 의회에 의해서 설립된 ｢버지니아 고등교육위원회(The 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SCHEV)｣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 동 위원
회는 고등교육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우수한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버지니아주에서는 1980년
대 이래 버지니아 주법(Virginia Code)에 따라 SCHEV에서 6년 단위로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되어 있다(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2007). 이에 따라 최근에 수립한 대표적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계획으로서 ｢2007~13년 버지니아 주 고등교육을 위한 전략계획(The 2007~13 Strategic
Plan for Higher Education in Virginia at a Glance)｣을 들 수 있다. 동 계획은 2002년
에 대학, 주정부 공무원,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협력하여 수립한 ｢고등교육을
통한 버지니아 발전: 버지니아주 고등교육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전략계획(Adv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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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Through Higher Education: The Systemwide Strategic Plan for Higher
Education in Virginia)｣의 후속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7-13년 버
지니아 주 고등교육을 위한 전략계획｣은 2002년 계획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버지니아 주
립대학들이 최근에 당면한 과제인 4년제 대학간의 졸업률 격차, 과중한 등록금 부담, 높
은 보충교육(remedial education) 이수율, 주립 고등교육기관의 등록률 감소, 사회수요
증가인력 양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나) 정책의 주요 내용
(1) 2002년 고등교육 전략계획
2002년에 수립된 ｢고등교육을 통한 버지니아 발전(Advancing Virginia Through
Higher Education) 전략계획｣에 의하면, 버지니아 주는 교육,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아울러 경제성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을 추
구하고 있다(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2006).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버지니아 주정부에서는 학생 등록, 연구 및 수업과 관련하여 2010년까
지 3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목표는 최소 61,000명의 학생을 주립대학
에서 추가로 수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외부 연구재원 확보 면에서 버지니아 주
립대학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대학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주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중에 마지막 목표인 ‘대학교육 수업의 질 제고’가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버지
니아 주정부의 노력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교수들의
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것이다. 2000~2003년 동안에 버지니아 주립대학 교원들의 임금
수준은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따라서 우수한 교원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인력수요 증가 분야(공학, 의학, 간호, 교육)의 인력양성 비율을 현재보다 높이
는 것이다. 2002/03학년도와 비교할 때, 2005/06학년도에는 이들 인력수요 증가 분야
와 관련하여 2,811개의 학위가 추가로 수여되었다. 셋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주립대학
들의 효과성과 학생역량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격년 마다 발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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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립대학들은 6개 역량(작문력, 수학적 추론력, 과학적 추론력, 비판적 사고
력, 발표력, 정보기술 문해력) 분야에 관한 대학생들의 학습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
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각 대학들은 버지니아주 고등교육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
추어 대학 특성과 설립목적을 반영하여 6개 영역과 관련된 대학생의 학습역량과 기준,
그리고 측정 방법과 도구를 결정할 수 있다.

(2) 2007~13년 고등교육 전략계획
버지니아 주립대학들을 미국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2002년 고등교육 전략계
획의 비전을 계승하면서 버지니아 고등교육위원회(SCHEV)에서 수립한 ｢2007~13년 버
지니아주 고등교육을 위한 전략계획｣은 다음 4개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SCHEV,
2007). 첫째는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를 통해서 중등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체계적으로 넓히는 것이다. 둘째는 고등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투자 없이 대학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주정부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는 주
립대학들이 각기 다른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버지니아 주정부에서는 고등교육 발전방향으로 “고
등교육 기회(access)의 확대, 연계(alignment) 강화, 투자(investment) 증가”를 채택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12대 과제를 개발하였다.<표 Ⅳ-6>은 버지니아 주정부의 고
등교육 발전방향과 세부 과제들을 보여준다.

〈표 Ⅳ-6〉미국 버지니아 주정부의 고등교육 발전방향과 12대 과제
발전방향

해당 과제

세부과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강화

1. P-16(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정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에 대한 접근성 강화
2.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 조정 개선을 통한 접근 강화

기회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3. 재정지원 옹호(Financial Aid Advocacy)를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4. 교육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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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해당 과제

세부과제

P-12 교육과의 연계 강화

5. P-16 (초중고 및 대학)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대
학준비도 제고
6. 데이터 수집 확대 및 분석을 통한 P-16 조정 강화
7. 후기중등교육기관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버지니아 주의 인력
수요 충족

연계
인력수요와의 연계 강화

8. 고등교육의 경제효과에 대한 종합연구 수행
9. 고등교육과 주의 인력수요간의 연계 강화

학문적 수월성 강화

10. 학문적 수월성과 평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
11. 연구컨소시엄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연구력 강화

투자

연구력 강화
12.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연구력 강화

자료: 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2007). Advancing Virginia: Access,
Alignment, Investment [The 2007-13 Strategic Plan for Higher Education in Virginia].

위에 제시된 12개 과제 중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들로서

“P-16(초중고 및 대학)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대학준비도 제고(5번), 데이
터 수집 확대 및 분석을 통한 P-16 조정 강화(6번), 후기중등교육기관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버지니아 주의 인력 수요 충족(7번), 학문적 수월성과 평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10
번)를 들 수 있다. 이들 과제별로 세부 전략을 살펴보면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에 제시된 전략들을 살펴보면, 첫째, P-16(초중고 및 대학)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대학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읽기, 쓰기, 수학 능력 테
스트에 관련하여 미국 디플로마 프로젝트(American diploma project)를 벤치마킹하고,
아울러 대학교육 성공을 위한 대학교육위원회의 기준 등을 지지한다. 아울러, 대학 입학
후에 발생하는 보충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초중고 학교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개선한다.
둘째, 대학교육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P-16 기관간의 조정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주 차원의 종단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주정부의 정책방안을 지지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준비도와 취업준비도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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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한 종단분석 연구를 촉진한다.
셋째, 후기 중등교육기관간의 협력을 통해서 버지니아 주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
족하기 위해서는 인력수요 증가 분야(간호와 교사교육 등)에의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을 확대한다. 또한, 농촌 등 경제낙후 지역의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들과 4년제 대학 간
에 2+2 협력을 강화하며, 아울러 후기 중등교육기관에 비전통대학생(성인학습자 등)의
유치 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학생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외에도 직업상담전문가, 멘
토(mentor), 튜터(tutor) 등을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
하며, 아울러 조기에 대학에 입학할 역량을 갖춘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이중 등록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학문적 수월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학습평가를 개선하여 대학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대학교육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
요한 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습성과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학위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별 대학의 기준뿐만 아니라, 외부평가 인증기구의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우수 교수상(Outstanding Faculty Awards) 수여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버지니아 주정부에서는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
과를 보인 교수들에게 ｢우수 교수상(Outstanding Faculty Awards)｣을 1986년부터 해
마다 시상하고 있다(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n.d.). 주립대
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들도 이 상을 받을 수 있다. 대학별로 우수교수상
시상자 수가 정해져 있으며, 수상자는 교육, 연구, 지식통합(knowledge integration),
공공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업적요약서,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소속 대학의 학생,
교원 및 동료의 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대학들이 일차적으로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고등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면, 과거 수상자들과 고등교육위원회의 공
무원들로 구성된 동료검토 패널(panel of peer reviewers)에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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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버지니아 고등교육위원회의 관계자 및 교육, 기업,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해마다 약 12명의 교수를 최종 선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더불어
$5,000이 제공된다.

2. 영국
가.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부상의 배경
영국정부는 교육의 수월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개발을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0년대 이전의 영국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치
중해왔다면, 80년대 이후 교육개혁은 교육의 수월성을 목표로 중앙정부 주도의 질 관리
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노선을 취한다(강영혜, 2003;1).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영국의 고등교육 발전 정책은 첫째로 주로 고등교
육의 양적 확대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 이후 학생들의
진학률이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예
컨대 1988년을 기준으로 할 때, 16세 청소년의 47%만이 후기중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으
며, 18세 청소년의 17%만이 계속･고등 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준은 16
세의 취학률이 90%가 넘는 미국이나 일본, 또는 70~80%에 이르는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영국 정부의 큰 고민거리가 되어 왔다. 영국 정부는 그 동안
고등 교육 기회의 확대 방안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9년부터
1995년 사이의 고등교육 기관 학생 수는 70%가 증가하였고(1960년대와 비교하면 학생
수는 6배가 증가함), 취학률은 1/6에서 1/3 정도로 증가하였다. 한편 학생의 구성 비율
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성인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중등교육을 마치고 바로 입학하는 학생 수보다 많아졌으며 정시제 학생
(part-time student)의 비율 역시 1/3 이상이 되고 있다(황규호, 1999).
둘째로 고등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난 90년대 초반에 추진된 고등교육 개
혁 방안의 하나는 고등교육의 이원체제, 즉 학문 중심 고등교육 기관과 직업 중심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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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 사이의 차별을 폐지시킨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영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한
편으로 학문중심의 일반 대학(University)과 다른 한편으로 직업 교육 중심의 전문기술
대학교(Polytechnic) 및 다른 고등 교육기관으로 대별되었다. 그러나 1992년 고등교육
법의 제정과 함께 전문기술 대학교와 일반 대학교 사이의 법적인 구분이 폐지되게 되었
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 실생활 (특히 경제 발전)에 직접 도
움이 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오고, 또한 교육 기관 사이의 자유 경쟁을 유
도해 온 당시 보수당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황규호, 1999). 88년 교육
개혁법에서 고등교육을 LEA의 소관 업무에서 분리시킨 이후 92년 이법이 마련되기까지
고등교육은 과도기적 상태로 운영되었다. 이 법에서는 전문기술대학(폴리테크닉)과 대
학 간의 법적인 구분을 폐지하였다. 전문기술대학도 자체 규정에 의해 독자적으로 학위
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학과 전문기술대학 간의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종전까지
별도로 수행해 오던 입학지원 업무와 재정지원 업무를 대학입학관리청과 고등교육재정
위원회로 단일화 하였다(강영혜, 2003;18).
셋째로 또 다른 변화는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와 새로운 대학 재정지원 제도의 근간
이 확립된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는 90년대 영국과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
가들이 더 큰 투자를 대학에 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미국은
모두 GDP의 1%를 대학에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공적투자의 크기를 0.4%에서 1%
로 증가시킬 계획을 내놓게 하였다(박정원, 2005;398).
이런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질적 관리와 평가에 근거한
대학재정지원 제도의 추진은 1977년 QAA의 설립을 통해 이루어졌다. QAA는 교육의 질적
수준과 학사 업무, 즉 교육과정 및 내용, 학습자료 구비 수준, 교육수준의 질적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동하는데(이현청, 2006;130134), 이는 1992년의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설립을 계기로 더 강화된다(신현석, 2002: 16).
넷째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정책의 변화이다. 종전의 생활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었
던 대학교육비 정책을 학생 학자금 제도로 전환하기로 정책 기조를 잡은 것이 커다란 변
화이다(강영혜, 2003; 18).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무상에서 일정액의 학자금을 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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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생활비가 아닌 수업료를 학생들이 내게 된 것은 이후 1998년부터이며, 이 정책
은 현재에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정부는 이후 늘어난 교육기회와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가면서,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교육에 대한 급증하
는 요구와 예산상의 압박을 국가차원의 엄격한 질 평가와 평가를 근거로한 예산 배분 정
책과 유상의 학생 학자금 제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한편으로 국가의
일괄적 평가체제와 국고 보조금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평가시스템에 대한 반감과
유상 학자금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나. 시기별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영국 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은 영국 고등교육의 세계적 영향력을 지속화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자산으로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의 결과
로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대학들의 교육역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0년대 이후의 영국 대학교육 개혁: 대학평가와 연동된 재정 배분을 통한 개혁
1990년 이전, 영국의 대학교육을 관리,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UFC(University Funding
Council)이었다. UFC는 1987년의 교육백서인 ‘위기의 대학교육(Higher Education:
Meeting the Challenge)’ 출간을 계기로, 1919년부터 대학교육을 관리, 지원하던 UGC
(University Grants Committee)를 대신하여 대학을 재정 보조하는 기구이다(kogan &
Hanney, 2000; 154-155). 이 기구가 설립된 시기는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전통적인 접
근에서 나아가 시장주의적 접근이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적 사고의 핵심에 자리 잡기 시
작한 시기이다(kogan & Hanney, 2000; 169).
고등교육에 대한 시장주의적접근은 1992년 만들어진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설립을 계기로 더 강화된다(신현석, 2002: 16;
kogan & Hanney, 2000: 171-173). 고등교육재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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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수행을 측정, 평가하고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배분 및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전국적 단위로 평가가 실시되었고, 각 대학의 연구와 교육 활동은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교육과 연구의 질적 측면도 함께 평가되었다. 고등교육재정
위원회는 대학의 학문적 측면보다는 재정과 책무성의 측면에 관심 가지는 기구로 공적
자금을 대학에 분배하는 중간 완충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1992년 고등교육재정위원회가
설립에 따라 영국 정부의 대학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신현석,
2002: 16; HEFCE, 2003).

2) 고등교육법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
1990년대 들어 영국 고등교육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종합대학과 직업교육기관 성격의
폴리테트닉으로 이원화되었던 대학체제가 변동된 것이다(황규호, 1999). 영국대학은 전
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문을 추구해온 옥스퍼드, 캠브리지, 런던대학교 등과 같은 ‘대
학교’(Universities)와 공업, 상업, 예술분야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던‘전문기술대
학’(Polytechnics)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1992년 고등교육법은 전문기술대학
(Polytechnics)도 기존의 대학과 동일하게 ‘대학교’(University)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하였다(유재봉, 2006).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이 체제 변화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일괄적
으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것이 1992년의 고등교육법 제정이
다. 이 시기 영국 정보는 낮은 대학진학률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다양한 형
태의 고등교육 수준의 기관들을 대학으로 통합하고,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라는
단일 기구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게 하였다. 1992년 고등교육법을 통하여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원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영국 정부의
현재 대학교육개혁의 특징인 정부주도의 대학교육개혁의 성격이 확립하게 되었다.

3) 디어링 보고서(Dearing Report, 1997)
1997년 고등교육평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f Inquiry into Higher Education)
가 제출한 ‘학습사회에서의 고등교육’ 보고서는 미래사회의 특징을 ‘학습사회로 규정하
고, 이런 특성 속에서 고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발전 과제는 학습사회의 실현임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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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고등교육은 학습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창출과, 국민 모두에 대한 평생
학습 기회의 증진이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또한 고등교육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보
다 직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황규호, 1999). 이를 위해
고등교육은 양적 확산을 통해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추구해야 하며, 동시에 교육의 질적
인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디어링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고등교육발전의 기본 방향은 여섯 가지이다. 그 방향
은 영국의 학위가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위의 질적 수준을 엄격하
게 관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하며, 세계적 수준
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지원에서 적어도 경쟁국 수준 이상이 되게 하고, 학문적 사고, 호기심의 조장,
기존의 생각에 대한 도전,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학문 풍토를 유지하며,
대학 운영의 공개성과 투명성, 학생과 사회에 대한 책무성과 지속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
는 것이 필요하다(유재봉, 2006). 보고서의 내용은 고등교육의 국가 경쟁력의 원동으로
서의 역할에 대한 각성과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의 질 강화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을 고민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라서 교수의 자질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 교수학습개발원
(Institute for Learning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ILTHE)을 1997년 설립
하여, 모범적인 교수방법 개발과 전파를 통해 교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였고(민혜리. 이
희원, 2007), 이런 노력은 이후 2003년 백서에서도 이어져 훌륭한 강의를 촉진하는 기
구인 Higher Education Academy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4) 고등교육백서(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2003)
2003년 영국 정부의 고등교육백서인 “고등교육의 미래(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는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자산으로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자산을 통해 영국사회의 세계적 영향력
을 지속화하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
한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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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고등교육개혁법(The Higher and Further Education Act), 1997년 디어링
보고서(Dearing Report) 등 199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고등교육 개혁정책을 종합적으
로 점검하고 영국대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영국대학이 추구해야 할 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유재봉, 2006). 이 백서에서는 고등교육의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질 강화
라는 2가지 명제를 위해서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원칙을 시사하고
있다. 영구 정부가 밝히는 고등교육 개혁의 목표는(김안나, 2004) 첫째, 대학의 연구 역
량을 증대하는 것 둘째, 고등교육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셋째, 강의 및 학습
에 있어서의 수월성 추구하는 것 넷째, 고등교육에의 참여 확대 및 공정한 경쟁 보장하
는 것 다섯째,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대학에서의 우수한 강의와 연구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며,
고등교육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와 자산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며, 훌륭한 강
의와 양질의 수업을 위해 강의를 발전시키는 국가기구와 강의에 대한 국가전문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 이외에는 영국 고등교육개혁에서 지속적으로 관
심을 갖는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은 계속 변형된 형
태로 제시되고 있다.
2003년 고등교육백서는 이전부터 지속된 영국 정부의 관심사인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재정지원 강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시기의 중요 관심사가 고등교육의 질 향
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의 필요성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전의 재정배분기
구인 HEFCE의 기능이 확대되고, HEFCE 산하에 다양한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기구들을
새로 배치하게 된다.

5) 고등교육백서(Higher Education: Students at the Heart of the System, 2011)
1980년대 이후로 나타난 고등교육 대중화 개혁의 속도와 실현성을 높이고, 지속적으
로 문제되어온 재정문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고등교육 입학 기회 증진 등에 일관성
을 두어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졌다. 2011년 6월 영국 정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는 고등교육 관련 백서 “Students at the Heart of the
System” (2011)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 또한 영국 대학이 직면한 과제의 해결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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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 체제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Students at the Heart of the System” 백서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재
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여 고등교육에 보다 나은 재정적 지원이 가
능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고, 재학 당시 수업료(up-front
fee)를 지불하는 제도 대신, 학생이 졸업 후 연봉이 21,000 파운드 이상이 되는 시점부
터 급여의 일부를 상환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로써, 좋은 대학일수록 장기적인 재정지
원을 확보 할 수 있게 되며 대학 간의 질적 경쟁이 가능하다.
둘째, 학생들이 대학에서 갖는 경험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 입학 전에 정확하고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학 후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피
드백을 전달하고, 졸업 후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한다.
셋째, 소외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월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사회 이동성
(social mobility)을 촉진하도록 한다. 최근 고등교육 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뛰어
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선별력이 높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Office for Fair Access’를 통해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제공을 유도한다. 저소득층 학생
들을 위한 생활보조금 제도 및 융자를 늘리고, 새로운 국가 장학금 프로그램을 추진한
다. 또한 대학교육의 실제 효율성을 검토하고 기업과 연계된 새로운 전공과목을 통해 학
생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한다.

다. 대표적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및 사업
영국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1990년 이후 만들
어진 정부기구와 정부기구의 각종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기구들은 대학평가
및 재정 배분 기구와 이 기구들과 연계된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기구들이다. 현재까지
의 영국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혹은 개편된
기구들의 역할과 사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다루는 정부기구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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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사례는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와 그 산하 기구들로
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관리와 교수학습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들이다. 이 기관들로
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7),
HEFCE 산하의 우수 교수학습센터(Centres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8),
우수 교수상 (National Teaching Fellowship Scheme)9), 고등교육 아카데미(Higher
Education Academy)10), 고등교육 아카데미(Higher Education Academy) 산하의 학문
분야별 센터(Subject Centres)11)이다. 두 번째는 교수자격기준 강화와 교육인증을 위한
기관으로 Staff and Educ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SEDA)12)사례이다. 세 번
째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
교선택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NSS 사례이다.

1)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및 산하 기관 사례
(가)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은 영국 내 100여 개의 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부 보조금
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이현청, 2006).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대학평가와 재정배
분의 연동,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보, 대학교육의 질 강화를 위한 교수연수와 교육연구
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사업을 위해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다양
한 활동을 통해 교수와 연구를 위한 공적 자금을 관리하고 배분하고 있고, 각 대학들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중에서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대학들로 하여
금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7) http://www.hefce.ac.uk/
8) http://www.hefce.ac.uk/Learning/tinits/cetl/
9) http://www.heacademy.ac.uk/ourwork/professional/ntfs
10) http://www.heacademy.ac.uk/
11) http://www.heacademy.ac.uk/ourwork/networks/subjectcentres
12) http://www.seda.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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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의 주요 내용
고등교육재정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각 고등교육 기관, 즉 대학에 공적자금을 배분하는
일이다.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활동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자금지원, 고등교육 발전을 위
한 기금 프로그램 운영, 고등교육기관이 예산 및 경영 상태 감시, 교수 질 향상 도모,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계속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대학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범사례 발굴과 배포, 고등교육 분야의 입법 및 일정 관리가
주 활동이며, 위원회의 정책은 12명에서 15명의 운영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민혜리, 이
희원, 2007).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의 핵심활동 목표는 첫째, 모든 고등교육 기관의 학
생들이 양질의 학습 경험을 통해 경제･사회와 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의 우수성 향상하는 것이며 둘째, 모든 국민이 성공적인 고등교
육 기회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사
회･경제 발전에 대한 고등교육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다른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모델링 작업을 통한 고등교육시스템 선진화와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협력 및 국제발
전 기회를 지원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HEFCE, 2003).
고등교육재정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은 산하의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진행
되고 있다. 이 기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수 교수학습센터(CETL: Centres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CETL는 우수한 교수활동에 대한 격려와 이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를 주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74개 대학의 교
수학습센터가 이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지원을 받는 각 대학의 센터는 지
리적으로 영국 전 지역에 골고루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학분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민혜리, 이희원, 2003).
CETL의 지원 활동은 각 대학의 센터의 전체 활동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
로그램에 지원되고 있다. 지원을 받고 있는 각 대학 교수학습센터들의 사업을 살펴보면,
우수한 교수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학연구지원, 외국인 학생 학습 지원, 다양성 확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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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혁신적 학습 환경 조성 등이 있다( http://www.hefce.ac.uk/Learning/tinits/
cetl/final/). CETL에 대한 2005~2010까지의 예산은 315,000,000파운드로, HEFCE의
전체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 <표 Ⅳ-7>은 2005년부
터 2010년까지 예산 지원을 받는 대학과 소속 기관, 프로그램들이다.

〈표 Ⅳ-7〉영국 우수 교수학습센터로 선발되어 예산 지원 받는 대학과 기관 (2005~2010)
학교

프로그램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Creative Learning in Practice (CLIP)

Bath Spa University

ArtsWork

University of Bedfordshire

Bridges - CETL

University of Birmingham

Centre of Excellence in Interdisciplinary Mental Health (CEIMH)

Birmingham City
University

Centre for Stakeholder Learning Partnerships: Engaging the Wider
Faculty, Realising the Wider Campus

Bournemouth University

Centre for Excellence in Media Practice

University of Brighton

Centre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Design
(CETLD)

University of Bristol

The AIMS Centre (Applied and Integrated Medical Sciences)
Bristol ChemLabS CETL (Bristol Chemical Laboratory Sciences)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The Centre for Employability Through the Humanities (CETH)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Centre for Excellence in Training for Theatre

Coventry University

CIPeL - The Centre for Inter-Professional e-Learning
Centre of Excellence for Product and Automotive Design (CEPAD)

De Montfort University

The Centre for Excellence in Performance Arts

University of Durham

Active Learning in Computing (ALiC)

Edge Hill University

SOLSTICE (Supported Online Learning for Students using
Technolog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ir Education)

University of
Gloucestershire

Centre for Active Learning (CeAL)

Harper Adams University
College

Advancing Skills for Professionals in the Rural Economy (Aspir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The Blended Learning Unit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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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프로그램

Kingston University

C-SCAIPE (Centre for Sustainable Communities Achieved through
Integrated Professional Education)

Lancaster University

Postgraduate Statistics Centre

University of Leeds

Inter-Disciplinary Ethics Applied (IDEA)
Assessment and Learning in Practice Settings (ALPS)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Institute for Enterprise

University of Leicester

SPLINT (Spatial Literacy in Teaching)
GENIE (Genetics Education Networking for Innovation and
Excellence)

University of Liverpool

Centre for Excellence in Developing Professionalism

Liverpool Hope University

LearnHigher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Centre for Excellence in Leadership and Professional Learning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Centre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in Reusable
Learning Objects
Write Now

Loughborough University

engCETL (Engineering Centre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Sigma - Centre for Excellence in Mathematics and Statistics
Support

University of Manchester
Newcastle University

Middlesex University

Centre for Excellence in Enquiry-Based Learning (CEEBL)
Centre for Excellence in Work Based Learning (CEWBL)
Centre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i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Music and Inclusivity
CETL4HealthNE (Centre for Excellence in Healthcare Professional
Education)

Northumbria University

Centre for Excellence in Assessment for Learning

University of Nottingham

Centre for Integrative Learning
Visual LearningLab

Nottingham Trent
University

Centre for Effective Learning in Science (CELS)

Open University

Centre for Open Learning of Mathematics, Science, Computing and
Technology
Physics Innovations Centre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piCETL)
Personalised Integrated Learning Support (PILS)
Practice-based Professional Learning (PB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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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Oxford
Oxford Brookes University

University of Plymouth

University of Portsmouth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of Reading
Roehampton University
Royal Northern College of
Music
Royal Veterinary College

University of Sheffield
Sheffield Hallam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ampton
University of Surrey

프로그램
Languages of the Wider World CETL
Centre for Excellence in Preparing for Academic Practice
ASKe (Assessment Standards Knowledge exchange)
Centre for Sustainable Futures
Experiential learning in environmental and natural sciences
Centre for Excellence in Professional Placement Learning (CEPPL)
Higher Education Learning Partnerships (HELP)
ExPERT Centre (Centre for Excellence in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Foundation Direct
Clinical and Communication Skills
Centre for Career Management Skills (CCMS)
Applied Undergraduate Research Skills (AURS)
Crucible: A Centre of excellence in education in human rights,
social justice and citizenship
Centre for Excellence in Dynamic Career Building for Tomorrow’s
Musician
LIVE Centre for Excellence in Lifelong and Independent Veterinary
Education
White Rose Centre for Excellence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Enterprise (CETLE)
Centre for Inquiry-based Learning in the Arts and Social Sciences
(CILASS)
Embedding, Enhancing and Integrating Employability (E3I)
Centre for Promoting Learner Autonomy
CETL: Inter Professional Learning in the Public Sector (CETL:IPPS)

University of Wolverhampton

Surrey Centre for Excellence in Professional Training and
Education (SCEPTrE)
InQbate, the Centre of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in
Creativity
The Reinvention Centre for Undergraduate Research
The CAPITAL Centre (Creativity and Performance in Teaching and
Learning)
Centre for Excellence in Professional Learning from the Workplace
(Ceplw)
Enabling Achievement within a Diverse Student Body

York St John University

C4C: Collaborating for Creativity

University of Sussex

University of Warwick
University of Westminster

자료출처: http://www.hefce.ac.uk/Learning/tinits/cetl/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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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교수상 (NTFS: National Teaching Fellowship Scheme)
2006년 이후 NTFS는 별개의 두 가지 사업으로 NTFS 교수상과 프로젝트 부문을 운
영하고 있다. 두 가지를 합친 전체 예산은 25,000,000 파운드이다. 각각의 시상 기준은
NTFS 교수상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교수업적을 보여준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
고 NTFS 프로젝트 부문은 고등교육기관들이 NTFS와 협력하여 고등교육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각 기관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이를 고등교육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데 이 상이 활용되고 있다.

(3) 고등교육 아카데미(Higher Education Academy)
고등교육 아카데미의 목표는 각 기관들이 학생들에게 최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 학습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영향을 주는 교수학습 정책 개발 및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대학의 교수학습 담당 기관들의 프로그램
계획을 점검하고, 이 기관의 전문성 향상의 지원한다(http://www.heacademy.ac.uk/).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고등교육아카데미는 구체적으로 교육 기관의 입장에서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위해 각종 연구 결과와 실제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
히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영국의 고등교육의 교수자
전문성 표준화 지표(UK Professional Standards Framework: UKPSF)를 통해 기본적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특히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교
수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http://www.heacademy.ac.uk/ukpsf).

〈표 Ⅳ-8〉영국 고등교육 교수자 전문성 표준화 지표(UK Professional Standards Framework: UKPSF)
활동 영역
1. 학습활동과 학습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계획
2. 교수와 학생학습 지원
3. 학습자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4. 학생 지원과 상담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 구성
5. 티칭과 학생학습지원을 위한 연구와 전문적 활동
6. 지속적인 전문성 발전을 위한 실천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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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식
1. 학문영역 지식
2. 해당 학문영역과 학과 프로그램에서의 티칭과 학습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
3.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지식
4. 적절한 학습 Technology
5. 효과적 티칭을 적절히 평가하는 방법론
6. 대학교육의 질 보장과 전문적 실천과의 연관성 인식
전문성 가치
1. 개별 학습자에 대한 존중
2. 적절한 연구와 전문적 실천의 과정과 결과의 통합에 대한 참여
3. 학습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참여
4. 대학교육의 기회균등문제와 학내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한 참여
5.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교육적 실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참여
출처 http://www.heacademy.ac.uk/assets/documents/rewardandrecog/ProfessionalStandardsFramework.pdf

한편으로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학생대표들을 정책개발과정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
억을 위한 전략, 이러닝의 효과적 사용, 계획 능력의 개발, 학생 연구능력 훈련을 위한
지원 등이 핵심적인 학생 중심의 사업이다(민혜리. 이희원, 2004).

(4) 학문분야별 센터(Subject Centres)
고등교육 아카데미 산하의 학문분야별 센터는 24개 학문별 센터(subject Centres)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관은 각 학교, 학과를 대상으로 분과학문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
공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대학 차원에만 주어질 경우, 대학 전체
의 교육관련 기관들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커서, 학문특성별로 특화
된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기관이다. 대학에서의 교육지원이 학문특성별로 강화
되려면 각 학문영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에 근거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학문분야별 센터
가 설립하게 된 것이다(HEA, 2003).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첫째, 정보와 자료 제공으로 각 대학 센터들의 교육과 학습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사례 연구 및 문제은행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각 학문 간의 협력적 연구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학전체의 관심사와 학문분야별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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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공통적 문제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각
학문분야에서의 학생들이 학습과정에 대한 개별적 연구들을 포괄하고, 각 학문분과에서
자신의 학문분야에서의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는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교수학습 방법과 정책의 개발로 각 학문분과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확인하여, 분과학문 공동체별로 이러한 도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문분야별 센터는 정부의 정책 개발에 각 분
과학문의 의견과 연구 자료를 제시하여, 고등교육에서의 학문별 특화된 교수학습 정책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2) Staff and Educ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SEDA)13) 사례
(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SEDA는 영국의 교육전문가와 교직원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이다. 협회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촉진하고 모범사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3년에 교육발전상임위원회
(Standing Conference on Educational Development, SCED)와 고등교육 교직원발전
위원회(the Staff Development Group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SRHE)의 합병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1996년에 교육훈련기술협회(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and Training Technology)와 또 한 번 통합되었다. SEDA
는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직원 및 교육발전 분야 실천을
위한 조직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SEDA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가와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관이다(http://www.seda.ac.uk/).

(나) 정책의 주요 내용
SEDA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자의 전문성 개발 혹은 교수자 인증제도 이
다. SEDA 교수자 인증제도는 고등교육 기관의 신임교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기획되었
다. 제도의 목표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교수활동을 담당할 교수들에게 공통의, 적절한 교
13) http://www.seda.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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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활동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의 전
문성 향상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안으로 이후 SEDA-PDF(Professional
Development Framework)로 확대된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 향
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인 교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제공한다(민혜리, 이희원,
2004).
SEDA의 교육프로그램은 초급과정으로 2개의 6주 온라인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또
한 이 과정은 summer school 3일 과정으로도 개설되어 있다. 고급과정으로 2개의 3개
월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과정은 SEDA Associate Fellowship 자격증 과정이다.
또한 SEDA는 SEDA Fellowship scheme 자격증 과정도 제공한다. The SEDA
Fellowships scheme은 고등교육 부문 교직원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전문가 인증과정이
며, The Associate Fellowship은 신임 혹은 파트타임 강사들에 대한 인증과정이다
(http://www.seda.ac.uk/).
그 외 고등교육기관의 전문가, 교직원을 위해서는 각종 저널, 자료와 학술활동 및 전
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3) NSS(National Student Survey)14) 사례
(가)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NSS는 영국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는 전일제 및 비전일제 학생들에게 수강했던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이다. 2005년 QAF(Quality Assurance
Framework)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조사는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는 모든 고등교
육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평가로서 고등교육기관의 공적 책
임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미래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민혜리, 이희원, 2007).
NSS는 대학교육에 대한 공적정보(public information)의 필요성 때문에 출발하였
다. 따라서 조사는 고등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
를 보여줄 것이며, 누가 이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이 정보가 미래의 대학교육의 수요
14) http://unistats.direct.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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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전의 다양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출발할 수 있었다. 2010년 NSS의 향후 발전을 위한 보고서(Enhancing and
Developing the National Student Survey)에서는 NSS 정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전에는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대학교육에 대한 정보 - 각 대학의 교육과정
에 대한 만족도, 취업가능성과 교육비용 등-를 모든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들이 원할 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NSS가 대학교
육의 질 강화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NSS는 학생들
에게 정확한 대학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교육질강화를 위한 압력으로 작용하
면서 지속될 예정이다.

출처: http://unistats.direct.gov.uk/

[그림 Ⅳ-2] 영국 NSS 정보가 제공되는 The Unistats 사이트

｜

121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나) 정책의 주요 내용
NSS는 학생들의 대학 교육과정 질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각 대학교육의 공적책임
성 강화와 대학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시작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
다. 설문조사의 시행 방법은 온라인 설문 방법과 우편 및 전화 설문을 병행하고 있다.
설문결과는 2005년에는 TQI(Teaching Quality Information)에서, 2007년부터는 The
Unistats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 학교별, 학과별 학
생 평가를 해당 항목별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입학 시의 성적,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발전, 대학의 학점, 학생들이 훈련결과와 추후 학위이수 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설문항목은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각 영역별 만족도가 표시된다. 각 영역에 대해
6단 척도로 대답하게 된다. 각 영역은 교수학습, 평가와 피드백, 교육적 지원, 수업편성
및 운영, 학습 자료, 개인적 발전(Personal development), 전체적 만족도이다.
2005년 이후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HEFCE에서 매년 결과보고서 만들고 있다. 2009
년의 보고서는 ‘National Student Survey: findings and trends 2006 to 2009’
(http://www.hefce.ac.uk/pubs/ hefce/2010/10_18/)로 2006년 4년간의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교수학습역과 학습 자료영역, 전체적 만족도 영역
및 개인적 발전 영역이 다른 부분보다 일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Ⅳ-3]참고). 이 부분은 보고서에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만족도 수치가 향상되어 있
음을 나타내고 있어, NSS조사가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http://www.hefce.ac.uk/pubs/hefce/2010/10_18/10_18.pdf

[그림 Ⅳ-3] 영국 NSS 질문 영역별 만족도 지수 비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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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일제 학생과 비전일제 학생들의 영역별 만족도 비교를
보면 각 영역에서 모두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전일제학생의 경우 교육
적 지원, 수업편성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평가와 피드백부분에서의 만
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대에 포진하면서 매년 만족도가 조금
씩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향후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대 과제로 이 평가와 피드백부분에 대한 관심을 꼽고 있다.

[그림 Ⅳ-4] 영국 NSS 질문항목별 풀타임 학생들의 만족도 변화(20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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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호주의 고등교육은 호주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산업 중 그 규모가 3위에 해당하는 중
요한 교육서비스 산업이다. 한편, 2010년 기준 전 세계 360만 명의 유학생의 48.7%가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에서 수학하고 있는데 이 중 호주가 세 번째로 많은 유
학생을 받고 있는 국제 교육시장 점유율 상위국가에 해당한다(OECD, 2011). 이러한 배
경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저조하여 국제사회에서 고
등교육을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최근 강력한 혁신안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새로운 정책들은 대학은 물론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가. 정책추진의 배경
2008년 3월 호주정부는 고등교육의 미래방향을 모색하고, 호주사회와 경제 요구에의
고등교육 부합도를 측정하며, 진행 중인 개혁조치들을 점검하기 위해 고등교육연구
(Review of Higher Education) 사업에 착수하였다. 연구는 데니스 브래들리(Denise
Bradley) 명예교수가 주도하는 독립 전문가 패널이 실시하였다.
호주고등교육에 대한 Bradley Report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의무교육 이후 단계
의 교육훈련 분야에 일련의 정책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연구를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 통로와 구조를 개발하고(학생수요에 맞춘 재정지원 모델을 2012년부터 도입하고,
국내 학부 입학정원제 폐지 등), 기관목적중심협약제도를 도입하여 호주정부와 대학 간
재정협정과 기대성과를 관리하는 내용이 혁신안에 포함된다.
재정규모 확대를 통해 호주정부는 질 높은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
우한 학생들의 학업기회와 성과를 높이며, 대학과 열악한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
다. 교육의 질과 형평성에 대한 합의된 성과를 도출하는 기관을 인정하고, 연구재정을
확장하며, 고등교육 기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목적이다.
특히 호주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학사학위 취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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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현재 25~34세 인구 중 학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약 32%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
구 전체의 고등교육 학력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25~34세 인구의 40%가 최소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
다. 이는 고등교육 규모면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적 확대를 달
성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교육적 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이다.

나. 시기별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질 보장 프로그램의 정착과 재정지원을 위해 1992년 고등교육
질 보장 위원회(CQAHE :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가
구성되었다. 질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학에 한해 점검팀(Quality
review team)이 각 대학을 방문하여 평가(Assessment)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했으며 대학이 작성한 포트폴리오에 터 해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위원
회에 질 보장 프로그램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자문을 제공했으며, 대학은 평가결
과 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재정을 지원받았다.
1993~1995년까지 3년간 매년 모든 고등교육 기관은 교육(teaching), 연구(research),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에 대하여 평가(Audit)를 받았다. 평가 결과 대학
별 보고서 뿐 아니라 전체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1995년에는 교육부장관협의회(MCEETYA : the 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에 의해 호주 자격 체제(AQF : Australia
Qualification Framework)가 소개되었으며 2000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자격체제는
의무교육 이후 단계의 모든 자격에 대해 국가차원의 인정을 의미하는 체제로서 대학은
물론 직업교육 및 훈련 과정의 모든 교육과 훈련을 아우른다. 한편 교육부장관협의회
(MCEETYA)에 의해 2000년 호주 질 관리 기구(AUQA : Australia University Quality
Agency)가 설립되었고, AUQA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고등교육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AUQA는 기본적으로 대학 평가(Audit)와 인증(Accredita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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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자문 및 각종 정책지원을 해왔으나 2012년부터는 새로운 법에
따라 고등교육 질과 표준 기구(TEQSA : 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s
Agency)로 흡수될 계정이다. 호주 정부는 TEQSA를 통해 대학은 물론 대학이 아닌 고
등교육기관까지 통제하는 독립기구로서 주요 업무는 모든 학생이 호주의 어떤 고등교육
기관(Higher Education Provider)에서든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
장하는데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유학생 교육에 대한 질 보장을 위해 ｢해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
스 법 2000 (ESOS : Education Service for Overseas Students 2000)｣을 제정하였
다. 이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이다. ESOS의 주요 목적은 해외 유학생들이 지
불하는 교육비에 대한 보증과 호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통해 호주 유
학에 대한 평가판도 제고이다. 또한 호주 이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학생 비자는 물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호주의 자격인증체제(AQF) 마련, 평가인증체제 강화, 해외 유학생을 위한 법 제정 등
은 호주의 고등교육이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상
에서 제시한 정부 정책의 흐름들을 통해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를 위한 호주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정부 혁신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역
량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대표적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및 사업
1) Bradley Report : Review of higher Education
2000년대 후반은 호주의 고등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국제적으로 고등교
육의 질과 성과가 국가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핵심 요인이라는 점이 국제적으로 증명되
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제고하면서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의 호주 고등교육의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26 ｜

Ⅳ. 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

특히, 국제사회의 상호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진전될수록 호
주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을 주도해나갈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
다. 고등교육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 요인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호주는 고
등교육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호주의 모든 시민들에게 공유되도록 하고자 함을 강조하
였다.
이에 따라 2009년 Bradley Report : Review of higher Education을 통해 호주 고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호주의 고등교육이 처한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재조직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운영해야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예산 및 법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혁신
안(recommendation)을 제안하였다.
지난 30년간 호주 고등교육에는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소수의 국립대
학들만 고등교육의 범주로 다루어졌다면 이제는 37개 국립대학과 2개의 사립대학, 그리
고 150여개의 다양한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provider)들이 모두 고등교육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또한 국립대학들은 그동안 정부재정지원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비정부 차원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으며, 반대로 사립대학들은 정
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따라서 국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고등교육의 유형
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호주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고등교육이 창출한 성과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그들의 생산성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
유한 인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한 점을 착안한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학위 수
준의 자격증을 보유한 인구수를 확대함을 물론 졸업생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대대적
인 혁신을 하고자 조력해왔다.
2009년 기준 호주는 25~34세 고등교육 이수 인구수에서 OECD 30개 국가에서 9위에
해당하는 이는 10년 전 7위에 비교하면 저조한 성취이다. 또한 25~34세 인구 중 약
25%가 학위수준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다른 OECD 국가는 약 50% 이상이 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이 호주가 고등교육의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 이수자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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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상황이다. Work by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2010년부터 배출되는 대학의
학부졸업생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만큼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호주는 그동안
고등교육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집단으로 원주민, 사회 경제적 소외집단, 지방 또는 원거
리 지역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15~24세 인구가 현격히 감소한 지역인데 이러한 곳에서는 고등교육의 수요-공급의 문
제,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고등교육 시스템의
재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호주에서 교육, 특히 University로 인가받은 기관의 고등교육은 지난 20년간 교육서
비스로서 호주의 수출산업 중 3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전체 고등교육 학생의
1/4이 외국인 유학생이며, 이들은 호주 산업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호주가 국제
사회에서 타 국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들이 선택하는 학문영역이 일부에 제한되어 있으며, 학문적 수준이나 출신 국가 등에서
여러 제한이 있어 교육기관에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호주의 교육서비스 산
업 육성에 도전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과 혁신기술 개발이 국가발전에 핵심요소임이 증명되고
잇는 상황에서 호주가 대학 R&D에 투자하는 정부예산이 실질 비용보다 훨씬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연구는 물론, 교수-학습과 학생들의 풍부한 학습경험을 위해 정부 지원
금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것은 호주 고등교육의 구조적 개혁과 실질적인 예산의
투자이다. 이를 통해 2020년 호주는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있어 참여율과 성과 면
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궁극적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배경과 목적에 따라 Bradley Report는 혁신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에 제시된 성과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목표(Target)

∙ 국가적 목표는 학위수준의 자격 소지자 확대이며, 특히,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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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다. 한편, 대학 수준의 목적은 대학으로의 진학률
확대와 대학의 성과를 제고할 것이다.

∙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성과는 OECD 주요 국가를 벤치마크 대상으로 한다.

학생(Students)

∙ 대학 수학능력을(qualified students) 갖춘 학생들은 모두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
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자격을 부여 받는다.

∙ 학생들은 인정된 교육기관 중에서 대학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다.
∙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funding)이 가능할 것이다.
∙ 대학은 학생입학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다.
∙ 교수(teaching)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될 것이다.
∙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지방 또는 소외지역에서의 고등교육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s)

∙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인증을 받게 될 것이다.
∙ 대학(University) 인가 기준과 연구관련 학위 수여 권한 부여는 더욱 엄격히 관리될
것이다.

∙ 대학에 지원되는 재정의 배분은 교수(teaching)의 질과 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 될 것이다.

∙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은 실질적 비용을 고려하여 확대될 것이다.
∙ 대학의 구조 혁신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다.

국가적인 틀(National framework)

∙ 책무성 기제는 대학들이 자신들의 강점에 주력할 수 있도록 간소화 능률화 된다.
∙ 호주정부는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의 재정지원과 전반적인 규제에 대한 책
임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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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정부는 독립적인 고등교육 규제 기구를 설립한다.
∙ 호주 정부는 점진적으로 고등교육의 타이틀은 직업기술교육 영역으로 확대하여 지
업기술 관련 자격(VET qualification)과 연계할 것이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Bradley Report에서는 46개 혁신과제(recommendation)
를 제안하였다. 혁신과제 중 중요도 및 시의성을 기준으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 <표 Ⅳ-9>와 같다.

<표 Ⅳ-9> 호주 2009년 고등교육 개혁 10대 정책과제
정책과제

주요 내용

고등교육의 접근성, 학습과정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참여율 및 학습 경험 개선을 통한 고등교
및 학습성과 제고
육의 접근성 강화
고등교육 체제 다양성 및 질적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재정지원 시스템을 통해 고등교육의
수준 제고
다양성과 질 개선 : 교육, 간호 전공 선택 및 유학 장려
교수-학습 질 개선의 지속 가 물가변동을 고려한 교수-학습 보조금 지원을 통한 재정지원의 안정성 및
능성 제고
지속가능성 강화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대학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 관련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 인프라 개선

학생과 교수 및 연구자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개혁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개선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설립인가를 제공하는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
설립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취약 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참여와 학위 취득률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 강화

지방대학을 위한 지원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방 대학 재정 지원

고등교육 경로 개선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영역 간의 연계 강화

정부와 고등교육기관 간 새로 정부와 고등교육기관이 협약을 맺어 정부지원금 사용이 각 고등교육기관
운 관계 형성
의 사명과 국가적 우선과제 요구에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함
자료: 채재은(2009)의 pp.83～84 참조.

호주의 혁신안의 고등교육의 전 영역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
시안 목표를 기준으로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measure)가 필요할 것이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위의 혁신안이 국제사회에서 호주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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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고등교육
의 발전을 자극함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준거집단을 설정하여 벤치마크 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성장을 촉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호주에서는 주로 OECD 선진국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성과를 평
가할 수 있는 지표별로 발전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호주는
국가의 경제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역량 제고를 이루고자 한다.

2) 호주자격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호주자격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 AQF)는 학교,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분야 모든 자격들을 연계하는 질적으로 보증된 국가제도로서 1995년에 수립되
었다. 호주자격체계(AQF)에 근거한 고등교육 자격들은 직업교육 훈련과 같은 경쟁기반
자격들이라기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취득하는 자격들이다. 최근 호주자격체계
(AQF) 위원회에서는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하면서 호주에서의 고등교육의 성
과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 개정
된 AQF를 발표하였다. 현재는 확산단계에 있으며 2015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AQF가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가증 큰 차이점은 고등교육의 평생교육화라는
관점에서 진로설계의 융통성을 제고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과 직업 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응용력들을 적절히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호주자격체계(AQF)는 학교,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및 인증된 기관에서 제
공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광범위하게 걸쳐있으며, 산업계, 산업계 관련 대표 기
관, 각종 협회(unions), 전문협의회(professional association) 및 자격증 발급 기관 및
정부 등이 대표적인 이해집단으로서 호주자격체계(AQF) 구축을 지원하였다.
새로운 호주자격체계(AQF)를 기존의 AQF와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기존
의 AQF는 학교교육인증(School Sector Accreditation),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인증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Accreditation), 고등교육인증(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등 세 부문으로 나눠 구성되었는데, 새로운 AQF는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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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수료(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는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의 자격체계로 통합하였다.

<표 Ⅳ-10> 호주 기존의 국가자격체계(AQF) (1995~2010)
학교교육인증
(School Sector
Accreditation)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인증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 Accreditation)

고등교육인증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박사학위(doctoral Degree)
석사학위(Master Degree)

준석사(Vocational
Graduate Diploma)
준석사 수료
(Vocational Graduate Certificate)

준석사(Graduate Diploma)

준석사수료(Graduate Certificate)
학사학위(Bachelor Degree)

고급준학사(Advanced Diploma)

전문학사(Assiciate Degree),
고급준학사(Advanced Diploma)

준학사(Diploma)

준학사(Diploma)

수료증Ⅳ(CertificateⅣ)
고등학교수료(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

수료증Ⅲ(CertificateⅢ)
수료증Ⅱ(CertificateⅡ)
수료증Ⅰ(CertificateⅠ)

새로운 AQF는 1단계의 가장 하위 수준의 자격부터 10단계의 최고 수준의 자격까지
모두 10개 수준, 15개 자격증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로 발급되는 자격증 명과 해당 자
격증을 수여하기 위해 증명해야한 학습 성과를 명문화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 여기서의 성과는 어느 학문분야에 해당하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 기
술 및 이들의 적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설명되어 있다. 각 단계별 자격증 발급 기준 및
요구수준은 고등교육기관 및 자격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peer review)도 실시된다. 어느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
던 해당 교육기관이 1~10단계의 자격 중 어떤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지에 따라 선택하여
자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한국은 4년제, 2년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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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발급되는 학위가 제한되어 있
다면, 호주는 교육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1~10단계의 자격 및 학위
중 어떤 과정을 개설 또는 발급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이상
의 내용은 다음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호주 새로운 국가자격체계(AQF) (2011~)
등급

자격 유형

등급에 해당하는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1

수료증 I (CertificateⅠ)

∙ 기초적 일 수행 가능

2

수료증 Ⅱ (Certificate Ⅱ)

∙ 정의된 맥락 내에서 일 수행 가능

3

수료증 Ⅲ (Certificate Ⅲ)

∙ 정의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기술 보유

4

수료증 Ⅳ (Certificate Ⅳ)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일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능력 보유

5

준학사 (Diploma)

∙ 기술적이거나 준전문가적인 일을 위한 특화된 지식 보유

6

고급준학사
(Advanced Diploma)
전문학사
(Associate Degree)

∙ 준전문가적인 일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을 위한 광
범위한 지식과 기술 보유

7

학사학위
(Bachelor Degree)

∙ 전문적인 일을 위한 광범위하고 일관된 기술 보유

8

우등학사학위
(Bachelor Honours Degree)
준석사 수료증
(Graduate Certificate)
직업석사 수료증
(Vocational Graduate Certificate)
준석사
(Graduate Diploma)
직업준석사
(Vocational Graduate Diploma)

∙ 전문적 일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을 위한 고급 지식과
기술 보유

9

석사학위 (Masters Degree)

∙ 연구와 전문실무를 위한 특화된 지식과 기술 보유

10

박사학위 (Doctoral Degree)

∙ 복합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이해력 및 특화된
연구기술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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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가.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부상의 배경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서는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을 6-3-3-4제의 학교체계
하에서 ‘대학’으로 일원화했다. 이후 1956년 제정된 대학설치기준에서는 일반교육과목을
필수로 규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대학 교육이 전문적 지식의 습득에만 머물지 않도
록 학생에게 학문을 통해 넓은 지식을 쌓게 함과 동시에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자주적,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일본의 교육이념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 1991년, 대학심의회는 ｢대학교육의 개선에 대하여｣라는 답신을 발표하고,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와 자기점검,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답신의 제언
에 따라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예: 일반교육, 전문교육, 외국어, 보건체육 과목구분의
폐지 등) 각 대학에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정 개혁과 조직의 개편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일반교육 및 교양
교육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대학심의회는 이후 ｢고등교육의 보다 나은 개선
에 대하여｣(1997), ｢21세기의 대학상과 앞으로의 개혁방향에 대하여｣(1998), ｢글로벌 시
대에 요구되는 고등교육 방법에 대하여｣(2000) 등의 답신을 내놓았고, 중앙교육심의회
도 ｢새로운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에 대하여｣(2002)와 같은 답신을 계속 발표했다. 내
각총리대신 소속의 교육개혁국민회의보고에서도 2000년에 학부단계의 교육방법에 대해
서 제언하였다. 이러한 답신들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
시하였다. 특히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과제탐구능력’(주체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스스
로의 장래 과제를 탐구하며 그 과제에 대해 폭 넓은 시야에서 유연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의 육성을, 교육방법이나 평가 등에 대해서는 학점제도의 실질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그 후 2005년에는 고등교육의 미래상에 관한 답신이 발표되었는데, 이 답신은 학사과
정교육의 기본적 방법에 대해 종래의 답신을 종합한 것이다. 이 답신은 ‘학사과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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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기초･기본을 중시하고 전문적 소양이 있는 인재로 활약
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 등을 배양하고, 석사･박사･전문직 학위과정에서는 전문성을 한
층 더 높이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제시하여 학사과정교육은 교양교육
과 전문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실태를 반영하
여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 단계에서 전문교육을 완성시키는 ‘전문교육완성형’
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성과 특색을 인정하면서도 ‘21세기형 시민’의 육성 및 내실화를
학사과정교육의 공통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대학에 관한 조문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대
학의 기본적인 역할로써 교육과 연구를 두 축으로 하는 종래의 견해를 재확인하고, 동시
에 교육연구의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역할을 명
확히 하였다. 이것은 사회공헌의 역할을 대학의 ‘제3의 사명’으로 표현한 미래상 답신의
제언에 따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자주성, 자율성 및 기타 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 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2007년
학교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의 목적, 이수증명제도,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각 대학에서는 개혁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실시
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내용 등의 개혁상황에 관한 조사 등에 따르면 교육내용 및 방법,
성적평가, 입학자 선발 등 각 방면에 걸쳐 개혁사업이 보급되었다. 국가는 다양한 규제
를 완화하고 대학 간의 경쟁적인 환경만들기를 추진하고 각 대학의 개성화, 특색화를 촉
구하는 방침을 취해왔다. 대학운영시스템의 개혁(국립대학 등의 법인화, 학교법인제도
의 개선 등), 국공립대학을 통한 우수한 교육연구활동(Good Practice: GP) 에 대한 중
점적 지원(‘GP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미래상 답신도 대학의 개성과 특색을 한
층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종합적 교양교육’형을 포함하는 7가지 기능유형을 예시
하여 각 대학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완만하게 기능별로 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문부과학성은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국가의 고도의
교육과 연구의 중핵을 담당하고 교양을 넓히며, 각 학문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
진 인재 육성하여 고도의 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회경제에 폭넓게 공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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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사전심사’의 대학설치인가제도와 ‘사후평가’의 인
증평가제도에 따라 대학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력을 향상하여 개성있고 특색있는 대학을
만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각 대학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대학이 공적기관으로
서 책임을 다하도록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통해 교육연구수준을 향상하도록 도모하고,
교육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학사과정교육 구축을 위한 답신
(1) 개요
중앙교육심의회는 ‘학사과정교육의 구축을 위하여(이하 ‘학사과정답신’)’라는 답신을
2008년 12월 24일 발표하였다. 이 답신은 학사과정 교육의 질적 유지와 향상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21세기형 시민’을 육성하고 학사학위의 질을 보증하기 위한
폭 넓은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유니버설화’와 ‘글로벌화’가 동시 진행하는
일본의 고등교육계에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학사과정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의 질 보증
학사과정답신은 위와 같은 기본적 인식 하에서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고 개선을 위한
방책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학위의 수여, 교육과정의 편성･실시, 입학자의 수용,
교직원의 기능개발, 교육의 질 보증을 위한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하다. 2008년 7월에 각
의결정 된 ‘교육기본진흥계획’에서는 ‘사회의 신뢰에 부응하는 학사과정교육 등을 실현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학사과정답신에서는 이를 위한 방침이 표명되었다. ‘질의
유지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이 있다면
앞으로 도태를 피할 수는 없다’는 문장은 대학에 엄중한 문제의식을 제시한 부분이다.

(3) 학사력의 제고
학사과정공통의 학습성과에 관한 참고지침으로써 제기된 ‘학사력’은 2007년 9월의 심
의과정 보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대학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키워드이다.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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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3가지 방침(Diploma
Policy, Curriculum Policy, Admission Policy)의 명확화, 1학년 교육, FD･SD의 실시,
소수･쌍방향 지도, 엄격한 성적관리(GPA) 등 학사과정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책은 답신 속에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방책은 국제통용성을 갖춘 ‘학사’의 육성의 일
조가 될 것이라는 정의이다.

(4) 학사과정 교육 구축을 위한 답신의 주요 내용
<현황, 과제>
(1) 학위수여 방침에 대해서
- 다른 선진국에서는 ‘무엇을 가르칠지’보다는 ‘무
엇을 할 수 있게 될지’를 중시함
- 한편 일본의 대학이 제기하는 교육연구의 목적
등은 모두 추상적
- 학위수여의 방침이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학수
평가의 방향성을 다루고 있지 않다.
- 대학의 다양화가 진전되었지만 학사과정을 통
한 최저한의 공통성이 중시되어 있지 않다.

<개선방책 사례>
- 대학은 졸업 시의 학위수여 방침을 구체화,
명확화하고 적극적으로 공개
- 국가는 학사력에 관해 참고지침을 제시
(학사력에 관한 주요 내용)
1. 지식･이해(문화, 사회, 자연 등)
2. 범용적 기술(커뮤니케이션 기술, 수량적 기술,
문제해결 능력 등)
3. 태도･지향성(자기관리력, 팀워크, 윤리관, 사
회적 책임 등)
4. 종합적인 학습경험과 창조적 사고력

(2) 교육과정편성･실시방침에 대해
- 학습의 계통성･순차성이 배려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 학생의 학습시간이 짧고 수업시간 이외의 학수
를 포함해 45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는 견해가
부족하다.
- 성적평가가 교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
직적인 대응이 약하다는 지적

- 순차성이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 국가는 분야별 코어 커리큘럼 작성을 지원
- 학생의 학습시간의 실태를 파악한 후에 학점
제도를 실질화
- 성적평가기준을 책정하고 GPA등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

(3) 입학자 수용방침에 대해
- 대학에 전원 입학하는 시대를 맞이해 입시에 의
해서 고등학교의 질 보증이나 대학의 입구관리
가 곤란함
- 특정 대학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 존재
- 총체적으로 학생의 학습의욕 저하나 목적의식
이 희박해짐

- 대학은 대학과 수험생의 매칭 관점에서 입학
자 수용방침을 명확화
- 입시방법을 점검하고 적절한 재검토
- 1학년 교육의 내실화나 고등학교와 대학교
연대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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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과제>
(4) 기타
- Faculty Development(FD)는 보급되었지만 교
육력 향상에 충분이 이어지지 않았다.
- 설치인가는 탄력화 되었지만 질 보증 관점에서
우려해야 할 상황도 있다.
-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불가결함

<개선방책 사례>
- 교원, 대학직원의 연수 활성화와 교원 업적
평가의 교육면 중시
- 자기점검･평가의 확실한 실시, 분야별 질 보
증의 틀 마련을 위해 일본학술회의의 심의의
뢰 등의 질 보증 시스템을 강화
- 재정지원의 강화와 설명책임의 철저

출처: (주)진학연구사, http://shinken-ad.co.jp/topics/pdf/gakusikatei_tousin.pdf

[그림 Ⅳ-5] 일본 학사과정 교육 구축을 위한 답신의 주요 내용

나. 시기별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일본은 산업국가의 고등교육체제에서 시장화와 준시장화 사이의 변화를 겪으면서(金
子, 2005:2), 국가 지원에 의존하여 고등교육이 확장되고 고등교육이 대중화･보편화 되
고 이에 대한 재정적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식사회로의 움직임은 대학이 연구와
교육 기능 양자를 고루 발달시키도록 요구하였고,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노
동시장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과 함께 과학기술의 수월성 확보도 전략적으로
중요해졌다. 지식경제에 필요한 노동과 지식,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가 교육
과 연구 분야에서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정책을 통해 고등교육체제 구축과 지
원을 실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일본의 대학개혁은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전망에 따른 대응의 방편으로 진행되
고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과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담당할 대학이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도 생겨나,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일본 대학교육 개혁은 경쟁원리와 시장원리의 도입에 의한 교육체제의
개혁으로 이어져왔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개혁안의 마련을 각종 심의회에 의뢰하
여 이론적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교육개혁의 방향을 확립하는 데에 큰 비중을 두고 있
다. 임시교육심의회와 대학심의회는 일본 대학개혁에 대한 기틀을 정립하였고, 현재는
중앙교육심의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답신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심의회를 통한 일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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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 개혁은 대학을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바탕으로 사회 참여적이고 개혁에
앞장서는 지식의 생산지로 규정하여 교육연구의 고도화, 고등교육의 개성화, 조직운영
의 활성화 등이 강조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등교육에 관한 답신 중 주
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고전, 2003; 송선영, 2007; 유현
숙･조영하･송선영, 2007).

○ 대학설치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省令) (1991년)
- 이 성령은 대학교육의 대강화(大綱化), 제도의 탄력화를 주장한 것으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학개혁의 기본이 되었다.

○ 교육개혁프로그램 5대 과제(1997년)
- 대학평가를 통한 질적 관리, 시설･설비의 보완, 대학원 교육의 개선, 국립대학의
유연한 조직 편성과 사무조직의 일원화,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구축 등의 과제를 제
안하였다.

○ 21세기 대학상과 이후의 개혁지침에 대하여(1998년)
- 대학의 개성화, 경쟁적 환경 정비, 대학의 자율성, 대학교육의 다양화, 국제적 통용
성과 공통성의 확보, 대학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문
제탐구능력의 육성, ② 교육연구 시스템의 유연화, ③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실행,
④ 다원적 평가체제의 확립, ⑤ 기타 고등교육 개혁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의 확립
등이다.

○ 교육개혁국민회의 최종보고서(2000년)
- 교육에 관한 교서를 바탕으로 17개의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하였다. 주로 대학에 적
합한 학습을 촉진하는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주요내용은 ① 교양교육의 충
실화, TA(조교)제도 보완, 인터넷･IT 활용, ② 국제화를 위한 어학교육 강조, 복수
전공제(주전공, 부전공제) 도입, ③ 낙제나 퇴학 등 각 대학 스스로의 엄격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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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확립, ④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수 임기제, 교수 시장의 유동화, 대학과 교
수 평가시스템을 강화, ⑤ 대학성적을 취업･채용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채용시기
를 조정하여 대학졸업시까지 학생의 학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이다.

○ 21세기 교육신생플랜(2001년)
- 2001년을 교육신생원년(敎育新生元年)으로 선포하고 교육개혁의 전략을 제시하였
다. 세부방안은 ①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대학･대학원 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의
강화, ② 대학의 경쟁적 환경의 재정비, ③ 대학에 적합한 학습촉진 시스템 도입
등이다. 레인보우 플랜(rainbow plan)은 세계수준의 대학 만들기 전략을 제시하였
는데, 그 내용은 ① 쉬운 수업으로 기초학력을 꾀함, ② 다양한 봉사 및 체험활동을
통한 따뜻한 심성의 일본인 양성, ③ 안전하고 즐거운 학습환경 정비, ④ 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교 만들기, ⑤ 프로로서의 교사 양성, ⑥ 세계수준의
대학 만들기, ⑦ 새로운 세기에 적합한 교육이념 확립 및 교육기반 정비 등이다.

○ 우리나라(일본)의 고등교육의 장래상(2005년)
- 2005년 9월 ‘신시대의 대학원교육-국제적으로 매력있는 대학원 교육의 구축에 대
하여’라는 답신과 함께 문부과학성의 대표적인 시장정책 전략문서로, 일련의 고등
교육 개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 중장기적 대학교육의 방식에 대하여(2008년)
-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 대학설치기준 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 대학설치기준 개정 관련 임시답신(2010년 5월, 6월)
- 교육정보 공표의 촉진을 위한 대학설치기준 등의 개정을 제안하고, 국제연합대학이
대학원의 과정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대학원 입학자격과 그 접속, 대학원의
단위상환을 가능하게 하는 대학원설치기준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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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화 사회의 대학원 교육(2011년)
- 2005년의 ‘새로운 시대의 대학원 교육 답신’을 재검토하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답신으로 교육의 질 향상, 기능별분화와 대학 간 연계촉진, 교육연구기능의
충실을 위한 조직과 경영의 기반 강화를 제언하였다.

이러한 답신들에 기반하여,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대책들이 시행되
었다. 2004년에는 개성있고 특색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GP사업이 실시되
었다. ｢대학교육 고도화 추진 특별 재정지원｣에서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지원 경비 등 5
개 항목을 지원하였다. 이후 2008년 12월 ｢학사과정 교육의 구축을 위한 답신｣을 통하
여 학부교육의 체제구축과 개편에 대한 틀을 마련하였다. 이 답신에서는 대학교육의 목
적과 학사력에 관한 참고지침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교직원 능력개발(학교교육법 개
정을 통한 FD의 의무화 등)과 교육과정 편성실시 방침의 조직화(교육과정 체계화, 분야
별 핵심 커리큘럼 작성･지원, 성적평가기준의 책정 및 적용 등)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
고 대학 1학년 교육의 강조와 고교-대학 연계 추진, 자기점검 평가의 실시, 분야별 질
보증 기준 강화 등도 추가하였다.
2009년 6월에는 ｢중장기 대학교육 방향｣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제화 흐름을
반영한 대학교육 방안을 마련(AHELO등 국제평가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사회적 요구
를 반영한 대학교육제도와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학사과정 개혁과 학습성과 평가의 확
충을 제시하였다.
2000년 이후의 답신을 살펴보면 특히 일본고등교육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강한 위
기감이 표출되고 있는데, 최근의 답신과 정책들은 기존의 ‘과제해결형’에서 보다 발전한

‘과제발견형’의 측면에서 위기를 분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天野都夫, 2006:88). 이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이제는 환경변화를 이끌어가는 적극적 자세로 변
모할 것을 대학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고등교육 개혁에 대해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학문적 수월성을 잃지 않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종합적인 접근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체질개
선을 통해 과거보다 우수한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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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구하는 다양성과 수월성을 지키면서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일본대학 Top 100’을 보면, 일본 사회에서 대학의 실력을 무엇으로 규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도요경제사(東洋経済社)가 발표한 일본 대학 100대 순위에서
는 재무력, 교육력, 취업력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였다(東洋経済社, 2007: 38-49).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는 ‘재무력’을 지원자 수 증가율, 경상
이익률, 자기노력수입비율, 자기자본비율로 보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교육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교육연구 충실도, GP사업
채택건수, 과학연구비 보조금액,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설정하였다. 이 중 GP사업과 과
학연구비 보조금은 경쟁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대학이 해당 사업의 연구과제 심사에
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스스로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취업력’ 지표로는 취업률, 상장기업 임원 수, 취업
후 30세 때의 연봉 등이 쓰였으며, 취업 만족도는 참고자료로만 사용되었다. 고도 기술
인력과 전문직 인력이 대학의 취업력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개혁
에서 중요시되는 개념들이 결국 대학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정책들을 통해, 일본은 연구중심 대학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교육의 성과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고도인재육성, 대학원, 국제화 등의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학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는 문부과학성의 입장에서는 당
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대학들이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현재 일본 대학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은 중급수준의 대학이 교육기능을 강화함으
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연구중심대학보다
교육중심대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塚原修一, 2007).
심의회의 답신을 바탕으로,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은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는 한편, 국･공･사립대학과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 등 여러 대
학급별의 고른 육성과 지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 산학 제휴,
경제논리에 기반한 법인화 사업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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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및 사업
문부과학성은 대학교육의 지원의 방향을 1) 대학의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과 정부
의 지원, 2)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의 질 보증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노력’ 등으
로 설정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시행
하고 있다. 이들 방안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과 정부의 지원
가) 대학에서의 커리큘럼 등의 교육내용 결정, 교육내용의 개혁 노력
(1) 대학 커리큘럼의 편성
일본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초등, 중등교육 단계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
습지도요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단계의 대학에서는
각 대학이 스스로 제창하는 교육이념, 목적에 입각하여 자주적,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
어 있다. 이는 대학의 교육연구에 대해서는 본래 대학의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사항
이며 또한 대학에는 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또 그것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2007년도에 대학설치기준(1956년 문부성령 제28호)15)을 개정하면
서 대학은 학부와 학과별로 인재육성목적을 정하고 공표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대학
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대학은 그 교육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업과목
을 스스로 개설하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대학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시에
는 학부 등의 전공에 대한 전문 학예를 교수함과 동시에 폭 넓고 깊은 교양과 종합적인
판단력을 배양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함양하도록 적절한 배려를 할 것’이라는 2가지가 정
해졌고 그 이외는 각 대학이 자유롭게 커리큘럼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5) 대학설치기준(1956년 문부성령 제28호) 제2조의 2 ‘대학은 학부, 학과 또는 과정마다 인재양성에 관한
목적 및 기타 교육연구 상의 목적을 학칙 등으로 정하고 공표한다.’, 제19조 ‘대학은 해당 대학, 학부
및 학과 또는 과정 등의 교육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업과목을 스스로 개설하고 체계적
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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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기준의 대강화
1991년까지는 대학설치기준에서 대학이 개설하는 교과목을 ‘일반교육과목’ ‘전문교육
과목’ ‘외국어과목’ ‘보건체육과목’으로 구분해야 했고 또한 각 과목의 졸업 이수학점의
수를 정하고 있었는데 각 대학이 사회의 요청에 적절하게 부응하면서 더욱 특색 있는 교
육연구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개설수업과목의 구분이나 필수학점 수 등
에 과한 규정을 철폐하고 대신에 전술한 2가지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일반적으
로 ‘설치기준의 대강화’이다.
이에 따라 대학이 사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고 탄력적이고 유
연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커리큘럼 개혁이 순차적으
로 진행되어 개정 시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커리큘럼 개혁이 실시되기에 이
르렀다.

(3) 교육내용의 개혁과 구체적 노력
각 대학에서는 교육내용의 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양하다.
필수과목이 확충되기 시작한 2006년도를 예로 들면, 정보처리교육이 555개 대학(전 대
학의 78%)에서 필수과목이 되었고 사회봉사활동을 도입한 수업이 273개 대학(전 대학
의 38%)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수업과목도 317개 대학(전 대학의 43%)
에서 시행되는 등,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4) 부단한 커리큘럼 개혁을 위하여
그러나 대강화에 의하여 대학의 자주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동시에 학생이나 사회에
대하여 완수해야 할 대학의 설명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커리
큘럼개혁의 배경에서는 교육이념, 목적이나 육성해야 할 인재상과 같은 근간을 이루는
사항부터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관계, 대학의 개성화 등에 이르기까지 각 대학에서 사
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에는 사회
변화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대학교육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스스로의 교육이념, 목적에 비추어 부단한 커리큘럼개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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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 교원의 교육지도방법 개선 노력
(1) 교원 개인, 또는 조직으로서의 교육능력의 향상
문부과학성은 백서에서 대학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대학교원이 스스로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써 학생의 학
습의욕을 환기하는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별 교원
의 노력은 원래 대학이 대학, 또는 학부, 학과로써의 교육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목
표를 실현시키기 위한다는 시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개별 수업과목의 개설을 실시
하고 그 후에 각 교원이 그 취지에 적절한 수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써의 노력
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에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교원 능력개발(Faculty Development)
조직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일환으로써 각 교원의 수업내용 및 방법을 부단히 개
선하기 위하여 전학 혹은 학부 및 학과 전체에서 각 대학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나 교
육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조직적인 연구,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의 이러
한 노력을 ‘Faculty Development’라 한다. 문부과학성에서도 2007년에 대학설치기준16)
을 개정하였고 대학은 Faculty Development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대학의 적극적인 노
력을 촉구하는 방책도 실시되고 있다.

(3) 각 대학의 대응
각 대학에서는 교원 상호간의 수업참관을 한 후에 수업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
여 검토를 심화시키고, 수업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신임교원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하며
수업내용 및 방법에 대한 항상적인 검토조직을 전학적으로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1997년도에 193개 대학(전 대학의 33%)에서 실시되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10여 년 후인 2006년도에는 628개 대학(전 대학의 86%)에서 실
시되었다. 이는 대학에서 FD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으로

16) 대학설치기준(1956년 문부성령 제28호) 제25조의3 ‘대학은 해당 대학의 수업 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연수 및 연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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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 대학에서 수업내용 및 방법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또한 계속적
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 학점 대책
지금까지 일본의 대학에 대한 평가 중에서 대학에서는 적절한 졸업인정이 없었고 학
부 졸업생으로써 기대되는 교육내용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학
은 인재양성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하여 교육목표를 명시하고 그 목표를 위
한 계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 후에 적절한 성적평가 및 졸업인증을
함으로써 학생의 졸업 시의 질 확보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며 대학
에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는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1) 수업의 설계와 교원의 교육책임
일본의 대학교육은 학점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교실에서의 수업과
수업의 사전･사후 준비학습 및 복습을 합쳐서 학점을 수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
며 각 대학에서 1학점 당 필요한 수업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생에게는 대학의 교실
에서는 수업을 통해 학습하고 교실 밖에서도 자주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
업 중의 지도뿐 아니라 교육과정(Syllabus)17) 등에 의하여 연간 스케줄이나 주간 강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거나, 강의의 전제로 읽어두어야 할 문헌을 지시하는 등 학생의 준
비학습 및 복습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도 대학교원의 책무이다. 이에 대하여
대학과 각 교원이 자각을 가지고 수업의 설계와 학습지도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에 따라서 학생도 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수업의 질을 높여간다는 관점에서 Syllabus를 활용한
정보제공, 교원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업적평가,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대학
이 교육기관으로써 기대되고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한 개선방책에 힘쓰고 있다. 문부과
17) Syllabus는 수업과목의 상세한 수업계획을 말하며 수업명, 담당교원명, 강의목적, 도달목표, 각 주의
수업내용, 성적평가방법이나 기준, 준비학습의 내용이나 기준이 되는 시간에 대한 지시, 교과서･참고문
헌, 이수조건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Syllabus는 학생에게 과목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 수업기간 전체를 통한 수업의 진행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주의 수업에 요구되는 예습에 대
한 구체적 지시를 제공한다는 역할이 있으며 후자의 역할을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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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에서도 2007년에 대학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대학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의 방법 및
내용, 1년 동안의 수업계획을 미리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학을 노력을 촉구하는 방책을
취하고 있다18).

(2) 이수과목 등록의 상한설정
일본의 대학에서 1학점의 수업과목은 45시간의 학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일정기간 동안에 수강할 수 있는 수업과목의 수는 한계가 있게 마
련이다. 따라서 이수 등록된 과목에 관하여 내실 있는 학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잉의
수업과목의 이수 등록을 방지함으로써 학점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에서도 1999년도에 대학설치기준을 개정하여 학생이 1년간 혹은
1학기 동안에 이수과목으로써 등록할 수 있는 상한을 각 대학이 각각 설정하도록 노력
하게 하는 등 각 대학의 노력의 촉진에 힘쓰고 있다.

(3) 성적평가기준의 명시와 엄격한 성적평가의 실시
대학의 사회적 책임으로써 학생의 졸업 시의 질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수업
과목의 학습목표나 계획과 함께 Syllabus 등에서 성적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성적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일본의 대학에서는 GPA제
도19)를 도입하여 진급이나 졸업제정, 퇴학권고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엄정한 성적평
가를 실시하고 일정한 수준을 충족시킨 학생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반대로 일정 수준

18) 대학설치기준(1956년 문부성령 제28호) 제25조의2 ‘대학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방법 및 내용과 1년 동
안의 수업계획을 미리 명시한다.’
19)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의 성적평가방법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의 평가방법으로써 수업과목마다의 성적평가를 5단계(A, B, C, D, E)로 평가하고 각각에 대하
여 4, 3, 2, 1, 0의 학점을 부여하여 이 학점 당 평균(GPA, Grade Point Average)을 낸다. ② 학점 취
득은 D라도 가능하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통산의 GPA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3학기(1년 반) 연속
으로 GPA가 2.0 미만의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권고를 내린다.(단 이것은 갑작스럽게 권고하는 것이 아
니라 학부장 등으로부터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실시하고 그래도 학습부진이 이어진 경우에 퇴학권
고를 받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처리는 1학기에 최저 12학점, 최고 18학점의 표준적인 이수를 부과한
후에 성적을 평가하여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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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학생에게는 세심한 이수지도를 하는 등 학생의 학습의욕을 환기하는 노력을 하
고 있다.
또한 일본 대학의 특징인 통년제(하나의 수업과목을 1년 동안에 걸쳐서 전기, 후기로
나누어 이수하게 하는 방법)에서 2학기제(학기마다 수업과목을 완결시키고 1학기 중에
소수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법) 이행을 실시함으로써
학기마다 수업을 완결시켜 성적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학기의 학습과 유기적으로 관련을
지어서 활용하는 등의 대응도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실시
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들은 이러한 방법에 서서히 대응하고 있고, 실시학교의 수도 증가하고 있
다. 문부과학성에서도 2007년도에 대학설치기준을 개정하여 대학은 성적평가와 졸업인
정 시에는 객관성 및 엄격성 확보를 위하여 학생에 대하여 그 기준을 미리 명시함과 동
시에 해당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실시하기로 하는 등 대학의 노력을 촉구하는 방책을 취
하고 있다20).

라) 대학의 교육연구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대학은 교육기관일 뿐 아니라 학술연구의 중핵임과 동시에 지역의 사회학습 및 산학
연대의 거점으로써의 역할도 가지는 공공기관이다. 이 때문에 입학희망자나 관계자는
물론 널리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의 교육연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인터넷이나 홍보지 등을 통해 대
학의 개요, 학부의 소개, 교원공모, 입학자선발, 자기점검 및 평가,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2007년도에 학교교육법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대학은 교육연구 성과의 보급이나 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연구
활동 상황을 공표하기로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에서 각 대학 앞으로 통지를 보내 대학의 설치 취지나 특색,
개설과목의 교육과정 등의 교육내용 및 방법, 교원조직이나 시설, 설비 등의 교육환경
20) 대학설치기준(1956년 문부성령 제28호) 제25조의2 ‘대학은 학수 성과와 관련된 평가 및 졸업인정 시에
는 객관성 및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에 대하여 그 기준을 미리 명시함과 동시에 해당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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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 활동에 관한 정보, 해당 대학과 관련된 각종 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 학생의
졸업 후의 진로 및 수험생 수, 합격자 수, 입학자 수 등의 입학자 선발에 관한 정보 등
을 예시하고 있다.21)

2)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의 질 보증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노력’
가) 설치인가제도의 적확한 운용
대학의 설치나 조직개편은 대학의 질의 국제적인 통용성 확보나 학생 보호를 위해 설
치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문부과학성 장관은 대학의 설치 등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이 대학설치기준 등의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학식경험자들로
이루어진 대학설치･학교법인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교학적 측면이나 재정계획･관리운
영 측면을 심사한다. 심의회에 에서는 심사를 거친 후 각종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한 지
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 장관이 인가한다. 한편 대학의 조직개편을 기
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에서는 2003년도부터 수여학위의 종류나 분야를
변경하지 않는 학부･학과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한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설치인가제도의 대폭적인 탄력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각 대학의
이념이나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학부 등을 설치하는 등 매력적인 대학만들기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이 한편에서는 쉬워졌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준비가 부족하거
나 대학 설치에 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설치신청이나 신고가 있어서, 그
결과 설치인가 신청 취소나 심사의 계속(보류), 인가불허와 같은 건수가 이전에 비해 증
가하였고 동시에 당초의 계획책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설 후 몇 년 되지 않아 다시 신
고에 의하여 새로운 학부 등으로 전환하는 등 안이한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는 사례도
속출하였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새롭게 설치된 대학 등이 최초로 졸업생을 배출하는 연도(완성년
도)까지 설치계획이행상황조사(After care)로써 매년 수업과목의 개설상황이나 교원조

21)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113조는 ‘대학은 교육연구 성과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그 교육연구활동 상황을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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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정비 상황 등의 보고를 요구하여 서면, 면접 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특히 과제가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교육수준의 유지 및 향상으로 이어
지도록 유의사항을 첨부하거나 조언을 하여 대학에 대해 주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
다. 문부과학성은 각 대학이 입학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장래의 전망을 충실히 세
운 설치인가 신청과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인증평가제도
2004년도에 시작된 제3자 평가제도에 의하여 ‘학교교육법’에 입각하여 국공립 및 모
든 사립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는 7년 이내에 1회, 문부과학성 장관의 인증을 받
은 기관(인증평가기관)에 의한 제3자 평가(인증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이것은 국
가에 의한 사전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고 설치 후의 대학 등의 조직운영이나 교육연구 활
동 등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후 확인하는 체제를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도입된 것이다.
또한 인증평가제도는 1) 각 인증평가기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고
2) 스스로 평가를 받을 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대학 등의 자주성, 자율성을
배려하면서 각 대학 등의 교육연구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평가하는 구조이다.
평가기관을 인증할 경우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인증
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 장관은 학교교육법 제112조 제1호의 규정에
입각하여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 3월 31일까지 11기관이 인
증되었다. 이들 기관은 2009년도 말까지 548개 대학, 263개 단기대학, 58개 고등전문
학교, 법과대학원 74전공, 법과대학원을 제외한 전문직 대학원 34전공의 인증평가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다) 교육의 고도화를 위한 대학 간 연계
2008년 11월에 ‘대학설치기준’을 개정하고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의 공동실시제도’를
창설하였다. 지금까지 학생이 학점교환제도 등을 이용해서 복수의 대학에서 배우더라도
졸업할 때에는 재적하고 있는 하나의 대학에서만 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제도에 의
해 복수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그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복수 대학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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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4월부터는 처음으로 3개의 공동 대학원이 출범
하였다. 또한 2009년 8월에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관계공동이용 거점
제도’를 창설했다. 이 제도는 각 대학이 가지는 인적, 물적 자원을 대학이 공동으로 이
용하도록 촉구하고 다양화하는 사회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질 높은 교육의 전개
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2010년 4월 현재 8곳이 ‘교육관계 공동이용거점’으로 문부과학
성 장관의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시책에 의해 대학은 ‘지적 거점’으로써 각 지역의 활성
화를 위해 더욱 공헌하게 되었고 국제적인 대학 간 경쟁 속에서 새로운 학제적, 첨단 영
역으로 선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교육연구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더욱
질 높은 교육연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다.

3)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대학교육 지원
2000년 이후 문부과학성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대학교육개혁의 지원’에 기초를 두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대학교육개혁의 지원은 각 대학이 시행하는 개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경쟁적 환경을 제공하고 이 속에서 특색 있는 대학을 선정･지원
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연구 거점 형성과 대학원 교육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대학교육의 지원은 크게 1) 교육 내용과 방법의 고도화･풍부
화, 2) 현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인재양성과 대학의 다양한 기능의 전개, 3) 사회의 요청
에 대응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의 추진, 4)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교육
거점형성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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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사립대학을 통한 대학교육 지원
(세계최고수준의 교육연구거점형성과 대학원교육의 강화)

다양한 차원의 세부 프로그램의 전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교육 거점형성
글로벌 COE프로그램
21세기 COE프로그램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의 추진
전문직대학원 등의 교육 추진 사업
지역의료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의료인 양성 추진 사업
암 전문가 양성 계획

현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인재양성과 대학의 다양한 기능 전개
현대적 교육요구 분야 지원 사업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 사업
사회인의 학습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추진 사업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학생 지원 사업

대학의 여러 기능
세계적연구･교육거점
고도 전문직업인 육성
폭넓은 직업인 육성
종합적 교원 양성
특정전문분야 교육･연구
지역평생학습기회의 거점
사회책무 기능

……
교육 내용과 방법의 고도화, 풍부화
특색 있는 대학교육 지원 사업
대학원 교육개혁 지원 사업
매력 있는 대학원 선도 사업

대학에 적합한 특색 모색
(기능분화)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경쟁적 환경 /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심사 / 사회에 적극적인 정보 제공

출처: 문부과학성, www.mext.go.jp/a_menu/koutou/kaikaku/index.htm

[그림 Ⅳ-6] 일본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대학교육 지원의 개념

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고도화･풍부화
문부과학성은 교육 내용과 방법의 고도화･풍부화를 위해 ‘특색 있는 대학교육 지원
사업(Good Practice: GP사업)’, ‘대학원 교육개혁 지원 사업’, ‘매력 있는 대학원 선도
사업’이라는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
고 내적 충실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둔다. 특히 교육중심대학에서는 개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특성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대학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
고 산학협력과 교육의 성과제고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연구중심대학은 연구능력 제고
와 과학기술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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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은 현대 사회에서 개성이 빛나는 대학, 국제 경쟁력의 강화, 교양 교육의
충실 등이 요구되고 있고, 대학 교육의 질 제고나 세계수준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공･사립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재정지원,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
다. 문부과학성은 특색 있는 대학교육 지원 사업을 ‘특색GP’로, 현대적 교육 지원 사업
을 ‘현대 GP’라고 지칭하고 고등교육국 대학진흥과 대학개혁추진실에서 사업시행을 담
당하도록 하였다. 2003년부터 실시된 특색 있는 대학교육지원 사업은, 대학교육의 개선
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특색 있는 뛰어난 것을 선정･공표하고, 지속적으
로 교육의 개선･개혁을 추진해 일본고등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도입당시, 문부과학성은 특색GP를 학사 과정, 단기대학사 과정, 석사과정의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지원하였다. 학사 과정, 단기대학사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선분야, 교
육방법 개선 분야, 기타 개선분야 등으로, 석사과정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이공농계 분
야, 의료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나) 현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인재양성과 대학의 다양한 기능 전개
인재양성과 대학의 다양한 기능을 위해서 문부과학성은 사회적 요청이 강한 정책과제
에 대응하는 ‘현대적 교육요구 분야 지원 사업’, 장기 해외유학 지원, 해외 선진 교육연
구 실천 지원, 첨단적 국제제휴 지원, 전략적 국제제휴 지원 등의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 사업’, ‘사회인의 학습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추진 사업’,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
응하는 학생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한다. 문부과학성은 다양한 사회적 요청에 적절한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계열, 이공농계열, 의료계열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들이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
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대GP, 교원GP사업 등과 함께 고도인
재 육성을 위한 전문직대학원 관련 사업 등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발전과 연구
능력 제고라는 목표와 노령인구가 많은 일본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계 관련 사업도 활
발히 실시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각종 심의회가 제출한 제언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요청이 강한 정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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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행에 적절한 대학과 단기대학을 선정･지원하고 폭넓은 정보제공을 실시하기 위해

‘현대적 교육요구 분야 지원 사업(현대 GP)’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 초기, 지역 활성화,
환경 교육, 지적 재산･컨텐츠 관련 교육, 커리어 교육, ICT 활용 교육 등의 분야에 100
억엔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제화 사업에는 ‘장기 해외 유학 지원’, ‘해외 선진 교육 연구 실천 지원’ 등이 있다. 장
기 해외 유학 지원은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지원과 유학생교류실에서 담당하는데
이 사업은 대학이 실시하는 해외 유학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을 장기간 해외 대학원에 파
견하여 학위 취득이나 전문 분야의 연구를 실시하도록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의 공헌에
이바지하는 인재의 양성 및 일본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 선진
교육 연구 실천 지원은 일본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과 공통성의 향상을 위해 대학의
교직원을 해외의 교육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고등교육 개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적 국제 제휴 지원은 일본의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공통성의 향상과 국제 경
쟁력의 강화 및 국제적 인지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의 대학과의 교류 실적 등을
제고하고 해외 여러 대학과 제휴하며 국제적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공동 실시와 지식의
네트워크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 고등교육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제 제휴를 도모하는 대학을 지원하여 일본 고등교육의 국제화 촉진과 대
학의 매력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해외대학과 제휴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국제 제휴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회인의 학습 개선 요구 대응 교육 추진 사업’은 각 대학, 단기 대학, 고등전문학교
에 있어서의 교육 연구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
개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신규사업으로 개발된 것으로, 대학･전수학교 등에
있어서의 재(再)챌린지 지원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다양한
기회가 있는 사회 추진회의’의 재챌린지 지원 종합 계획, ‘재정･경제개혁회의’의 경제성
장 전략 대강(2006. 7. 6), ‘경제･재정자문회의’의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2006. 7. 7) 등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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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 GP의 일종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학생지원 사업’이 시행되
었다. 이 사업은 학생의 인간력을 높여 인간성 풍부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해 각 대학･
단기 대학･고등 전문학교의 입학으로부터 졸업까지의 전 과정을 통한 조직적이고 종합
적인 학생 지원의 프로그램 가운데 학생의 시점에 기반한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특별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를 포함한 뛰어난 프로그램을 선정해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재
정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각 대학의 학생 지원 기능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학생지원과 후생계에서 담당하는 이 사업은 국･공･사
립대학, 단기 대학 및 고등 전문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
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원되지 않았다. 재정지원은 대학은 4년, 단기대학과
고등전문학교는 2년간 지원되며 매년 250만 엔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의 추진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법학대학원을 비롯한 전문직 대학원의 교육 추진 사
업’, ‘교사양성 (GP) 사업’, ‘의료인 양성 추진 사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간의
대학재정지원이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의 지원은 이들을 이끌 차세대 리
더를 육성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시행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사회경제의 대규모 구조 변화나 국제 경쟁의 격화에 따라 국제적 관점
과 고도의 전문 직업 능력을 가지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는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여 대학에의 고도 전문직업인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실천적인 교육에 의한 고도 전문직업인 양성을 실시하는
새로운 구조의 전문직 대학원 제도를 2005년부터 시작하였다. 문부과학성 법과대학원
등 전문직 대학원 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새로운 법조 양성 제도의 핵심적 기관이 되는
법과대학원을 비롯하여 경영관리･회계 등의 각종 전문직 대학원의 우수한 교육 프로젝
트를 선정･공표하여 고도 전문직업인 양성의 추진을 도모하고 일본의 국제 경쟁력 강화
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질이 높은 교원 양성 추진 사업’은 교원GP사업으로서, 우수교원양성을 위한 것이
다. 학교 교육의 과제가 더욱 복잡･다양해져 가는 추세이고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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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인간성･사회성을 갖춘 자질의 높은
교원의 양성 및 대학원 단계에 있어서의 교원 양성･현직교육 기능의 충실･강화를 도모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문부과학성에서는 대학(대학원･단기 대학 포함)에
서의 교원 양성과 현직교육의 충실･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교육 거점 형성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와 세계수준의 연구거점 형성을 위해서는 국･공･사립대학
TOP30 계획에서 발전한 ‘21세기 COE사업’과 이를 확대 실시하는 ‘글로벌 COE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대학원)의 연구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 세계 유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학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보
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로 분류된다. 연구대학 육성이 동아시아 고등교육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일본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수준의 연
구교육 거점을 형성하는 대학교육개혁을 위해 COE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은 2007년부터 대학원의 교육 연구 기능을 확충･강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반
아래에서 창조적인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탁월한 교육 연구 거점의 형
성을 중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COE 사업을 글로벌 프로그램과 21세기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4) 일본 문부과학성의 ‘Good Practice’사업
문부과학성에서는 국공립, 사립대학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개혁의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이나 폭 넓은 정보제공을 실시하여 각 대학 등에서의 교
육개혁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특색 있는 대학교육지원프로그램(특색 GP)’ ‘현대적 교
육수요 대응 지원 프로그램(현대 GP) 및 ‘질 높은 대학교육추진 프로그램(교육 GP)’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도부터는 ‘대학교육･학생지원사업’ 테마 A ‘대학교육추진프로그
램’에서 대학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GP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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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교육 등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 보증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취업지원 등의 내실화를 위해 질 향상 추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대학교육 질 향상 추진사업 중 대학교육･학생지원추진사
업의 ‘대학교육추진 프로그램(테마 A)’에는 2011년도 현재 18억 엔의 예산을 배정하여
박사과정 교육 등의 질 보증을 위한 교육개혁을 사업을 지원하였고, ‘학생지원추진 프로
그램(테마 B)’에는 28억 엔의 예산을 배정하여 커리어 카운슬러 등을 배치하고 취업지원
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질 높은 대학교육추진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정책의 명확화와 PDCA 사이클의 확립
등 조직적 운영에 의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널리 사회에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것으
로, 특색 있는 대학교육 지원프로그램과 현대적 교육 요구 대응지원프로그램을 발전적
으로 통합한 것이다.

‘특색 있는 대학교육 지원프로그램’은 각 대학, 단기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육
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발전시킨 특색 있는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
여 이를 지원하고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현대적 교육요구 대응 지
원프로그램’은 각종 심의회의 제언 등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요청이 강한 정책과제에 대
응한 대학 및 단기대학 등의 우수한 사업을 선정한 것이다.
학생지원 사업으로서는 ‘대학교육, 학생지원추진사업 취업지원추진 프로그램’ 과 ‘새
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과의 연계사업(대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략적 대학연계지원 프로그램)’은 2011년 현재 21억 엔의 예산을 바탕으로 복수의 대학
이 연계하여 대학교육의 내실화나 지역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대학생의 취업력육성지원사업’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여 학생
의 사회적,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대학의 교육개혁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1
년도 현재 29억 엔의 예산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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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의 아시아･미국 등의 전개력 강화
일본은 최근 들어 국제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
다. ‘대학의 세계전개력 강화사업’은 ‘캠퍼스 아시아’ 구상의 견인차가 될 교류거점의 형
성이나 미국 등의 대학과의 협동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1
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22억 엔의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관련 사업으
로 ‘한, 중, 일 등의 대학 간 교류를 통한 고도전문직업인 육성사업’은 “대학이 한, 중,
일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협력강화가 요구되는 공통적인 성장분야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지역에서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일본인 학생과 협조하
면서 절차탁마하는 환경 아래 산업계와 연대하여 실천적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추진사업으로 실시되는 ‘글로벌 30’ 사업은 국제
화거점정비사업을 재정비한 것으로, 2011년도 현재 29억 엔의 예산을 바탕으로 하여 국
제화 거점으로써의 대학의 종합적인 체제정비, 거점 간의 네트워크화, 산업계와의 연대
를 통해 일본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158 ｜

Ⅳ. 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

5. 독일
가. 대학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부상의 배경
1999년 유럽 주요 국가들이 ‘대학교육의 유럽적 공간(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확립을 목적으로 한 볼로냐 선언에 서명하면서, 해당국들은 고등교육정책에 대
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었다.
사실 볼로냐 선언 이전에도 독일의 고등교육 부문은 타 국가의 고등교육 부문과 비교
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정책개혁 실천의 압박을 받아왔다. 이중
독일대학의 경쟁력 저해 요소로 학사 없이 석･ 박사로 운영되는 학위과정의 특성상, 대
학졸업자의 사회진출 연령이 높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타 국가의 경우 대학졸업자 연령
이 20~22세인데 반해, 독일은 24~26세로 높은 편에 속한다(<표 Ⅳ-12> 참조).

<표 Ⅳ-12> 독일 - 유럽 주요국의 대학졸업 평균연령
국가

연령

국가

연령

독일

24 ~ 26

네덜란드

21 ~ 23

오스트리아

22 ~ 24

프랑스

20 ~ 23

그리스

22 ~ 23

미국

22

노르웨이

22 ~ 23

영국

20 ~ 22

이탈리아

23

스페인

20

자료: Eurostat(2007); o. V.(2010). Siemens statt Humboldt. Der Spiegel, 28/2010.

또한, 타 국가와 비교해서 GDP 대비 공공교육 부문의 지출이 낮은 점 또한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Ⅳ-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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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그리스는 2004년 기준임
2) 나머지 국가는 2007년 기준임
3) 단위는 % 임
자료: Eurostat(2007); o. V.(2010). Siemens statt Humboldt. Der Spiegel, 28/2010.

[그림 Ⅳ-7] 독일 GDP 대비 공공교육 부문 지출 현황

볼로냐 선언 이행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독일 고등교육 부문의 두드러진 변화는

‘Diplom’과 ‘Magister’로 대표되는 석사중심의 학위과정 운영에서 영미식의 학･석사 과
정인 ’Bachelor’와 ‘Master’과정이 도입･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석사 과정
의 도입･ 확산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새로운 학위과정의 도입으로 인해 교육연
한이 짧아지면서, 대학교수들은 어떻게 하면 볼로냐 선언 이전의 학위과정에서 운영하
던 커리큘럼을 새로운 학위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소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빠
졌으며, 학생들의 경우 과거 동일한 커리큘럼을 짧아진 교육연한에서 이수하려다보니
이에 대한 학습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학위취득 과정상의 어려움
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용주라 할 수 있는 기업 측의 졸업생 직업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과거 석사중심의 학위과정 이수자의 직업 능력을 신규 학위과정 이수자의 직업
능력보다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독일 내 고등교육 부문의 급진적인 개혁 정책 추진을
요하기 때문에 연방교육연구부는 시기별로 구체적인 이행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볼로냐 선언 이행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좁혀지지 못하
고 있다. 볼로냐 선언이 시행된 1999년 이래, 교수학습의 질은 개선되지 못한 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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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지워진 학습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교육파업(Bildungsstreik)
의 단초를 제공하였다(o. V., 2010).

나. 시기별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시기별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구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다만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고등교육 부문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대학총장협의회(HRK: Hochschulrektorenkonferenz,

이하 ‘대학총장협의회’라 함)와 공동학술협의회(GWK: Gemeinsame Wissenschaftskonferenz,
이하 ‘공동학술협의회’라 함) 등의 주장을 통해 본격적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이 추
진･시행된 2010년 이전에 대학교육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눈여겨볼 연도는 2010년과 볼로냐 선언이 시행된 1999년이다. 볼로냐 선언으로 급격히
도입된 영미식 학･석사 과정 도입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 보장이 문제가 되면서, 대학별
로 ‘질 관리(Qualitätsmanagement)’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학교육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전술(前述)한 두 협의회가 제시한 대학교육역량강화에
대한 주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총장협의회는 2007년 10월 16일에 단행한 105번째 협의회에서 제출한 “교수학습
의 질 확보(Qualitätsoffensive in der Lehre)” 제언에서 교수학습 질 확보에 필요한 정
책사항과 정책사항별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첫째, 적정 수준의 교수 1인당 학생 수 유지이다. 1999년 볼로냐 선언 이행으로 인해
단행된 고등교육 부문 개혁으로 교수 1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는 이전 학위 과정과
비교하여 배로 늘어났다. 또한 볼로냐 선언 이행을 통해 기존의 학위 과정을 개편하여
학생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학습과정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들 학생
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지도 시간 또한 배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간 교원인력을 두 배 이상 확충할 것을 제언
하고 있다.
둘째,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에 있어서 대학의 수용능력 등을 포
함한 교육환경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차원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161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과 대학 내 각 학과 내지는 각 단과대학별로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을 제언한
다. 질 관리 시스템을 양 차원에서 관리･운영하여 수업과정별 교원 선발 및 배치를 진행
하고, 과정별 책임을 맡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역량을 계발하는 세미나 및 프로
그램을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고, 이들의 수업 진행 및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대해서 내･
외부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결과를 수시로 반영하여 이를 내후년 수업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순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업과정을 개설함에 있어서 전문지
식을 토대로 한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다문화 역량 개발이 가능
한 수업과정을 개설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술(前述)한 수업과정을 운영할
교원의 역량 개발을 강조한다.

다. 대표적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및 사업22)
1)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독일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은 ‘대학협약 2020(Hochschulpakt 2020)’에서 출발한
다. 그러므로 ‘2020 대학협약’에 대해서 개관할 필요가 있다. 동 협약은 현재 대학신입
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고등교육 학령 인구수
가 급증하고, 국제 경쟁에 있어서 대학의 연구 역량이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국제사회에서 독
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 수요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7년 겨울학기 지원 시작을 목표로 2006년 12월 연방정부
와 16개 주(州) 정부는 ‘대학협약 2020’을 체결하였다. 우선적으로 2005년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신입생 수가 총 91,37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수요 증가
를 반영하여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까지 5억 6,500만 유로23)를 지원
22) 본 장의 내용은 독일연방연구부(BMBF: Bundesministerium f r Bildung und Forschung)의 해당 사
업 누리집을 포함하여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간 행정협약을 참조하여 번역･재
정리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Bundesministerium f r Bildung und Forschung. Zwischenbilanz
und Ausblick. <http://www.bmbf.de>; Bundesministerium f r Bildung und Forschung.
Qualitätspakt der Lehre - Einsatz f r optimale Studienbedingungen. <http://www.bmbf.de>.
23) 1유로 당 1,50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화 8,475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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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에 필요한
7억 유로를 조성하였다.24) 그러나 2006년 ‘대학협약 2020’을 체결할 당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상한 대학신입생 증가 현황이 실제 배로 급증하면서 동 협약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신입생 수는 2005년 대비(356,000명, 전
체 대학 정원의 37%에 해당) 85,800명이 증가한 441,800명으로, 전체 대학 정원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대학교 신입생 현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 대학협약’의 제1차 시행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07년 이전과 비교하여 고등교육 수요가 91,37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
한 학습여건 개선 목적을 정한 바 있지만, 2010년 신입생 증가 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가 예상한 신입생 수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 Ⅳ-13> 참조).

<표 Ⅳ-13> 독일 대학신입생 증가 현황(2007-2010)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07~2010

신입생 증가

10,063

34,726

61,974

79,457

182,193

- 전문대학

6,036

28,744

41,725

46,892

127,424

- 일반대학

4,027

5,982

20,249

32,565

54,769

자료: 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2009년 6월 4일, ‘2020 대학협약’ 연장 및 제2차 추진(2011~2015)을 결정하면서, 지
원 내용을 재조정하였다.25)
협약 이행에 필요로 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조달하되, 대학별 재원 배분은 주(州) 정
부 권한이다.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재원 집행은 대학의 소관이긴 하나, 다음의
목적으로 재원을 집행하도록 ‘대학협약 2020’에 대한 행정협약에 명시하고 있다. 첫째,
전문대학의 입학 수요가 일반대학의 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대학 신입
생 증원으로 인한 전문대학 내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 투자에 대한 재원
집행을 장려한다. 둘째, 대학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여성 교수 인력 확충 및 기타 교원
24) 전적으로 연구 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기 때문에, 동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지양하기로
한다.
25) Bundesministerium f r Bildung und Forschung. Hochschulpakt 2020. <http://www.bmbf.de/>.

｜

163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인력을 충원하는 인건비를 목적으로 한 재원 집행을 장려하고 있다. 셋째, 수학
(Mathematik)･컴퓨터공학(Informatik)･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공학(Technologie)
등 이른바 MINT 전공에 대해서 신입생을 확충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
으로 한 재원 집행을 장려하고 있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2010년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는 기존에 시행되어온 ‘대학
협약 2020’ 시행의 긍정적인 역할에 힘입어 동 협약의 영역을 고등교육 교수법 부문으
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 학습성과 개선을 목표로 교수학습 부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Quality Pact of Teaching(Qualitätspakt Lehre)’를 체결하였
다.

2) 법제도적 기반
‘Quality Pact of Teaching(Qualitätspakt Lehre)’ 시행은 2010년 6월 10일에 연방
정부와 16개 주정부 간에 체결된 공동협약에 근거하여 연방교육연구부가 2010년 10월
18일에 공포한 행정협약(Verwaltungsvereinbarung zwischen Bund und Ländern
gemäß Artikel 91b Absatz 1 Nummer 2 des Grundgesetzes über ein gemeinsames
Programm für bessere Studienbedingungen und mehr Qualität in der Lehr, 이하

‘학업여건개선 및 교수부문의 질 보장에 대한 행정협약’이라 함)에 근거한다. 본 행정협
약에는 프로그램 추진 목적, 지원 대상자, 지원 항목, 지원 적격 기준, 절차, 지원 범위
및 기한, 재원 마련, 평가, 프로그램 시행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다.

3) 정책 또는 사업 내용(운영 기구, 방식 등)
‘학업여건개선 및 교수부문의 질 보장에 대한 행정협약’ 제3조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자 하는 대학별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강의의 질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내 주요 인력 충원 개선 정책이다. 추가
적인 전임 교원 임용은 물론, 학생상담지도 및 시험지원 인력, 소규모 학습그룹을 지도
하는 튜터, 전공과정에서 상담업무를 지원하는 멘토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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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의의 질 보장에 관계된 인력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
때 역량 강화 대상자는 신임 교원뿐만 아니라, 종신재직권을 갖고 있는 전임교원 및 기
타 관계 인력에게 모두 적용된다. 별도로 여기에는 해당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공
및 단과대학별 질 보장 프로그램 및 방법론 개발 또한 포함된다.
셋째, 학업여건을 최적화 하고 혁신적인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이
다. 여기는 학사과정상의 실습을 강화하거나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학업과정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Quality Pact of Teaching’의 지원 적격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학교 내 학업여건
개선은 물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분야에 한해 교수법의 질 확보를 목적으
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대학별로 지원되는 재원의 사용은 대학 재량으로 각기 다를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교원 및 튜터에 대한 인력 확충을 위해 재원이 투입
된다. 둘째, 대학 내 강의 전담 교원을 대상으로 교수법 및 학생 전담 상담 업무에 대한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된다. 셋째, 강의의 전문성 확보를 목
적으로 교수법의 질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조치를 추진하는데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전
공별 교수방법론 등의 개발 등이 고려된다.

4) 재정 지원(규모, 배분 방식)
‘Quality Pact of Teaching(Qualitätspakt Lehre)’의 재원 마련은 연방정부 관할이다.
연방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무부처는 연방교육연구부(BMBF: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와 독일항공우주센터(DLR: Deutsches Zentrum für Luftund Raumfahrt e.V.)이며, 별도로 본 프로그램의 행정절차를 지원함에 있어서 연방과
주정부간의 고등교육부문 협력을 장려하는 ‘공동학술협의회’가 개입한다.
연방정부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시기를 구분하여 2011년에는 140 Mio. 유로를, 2012
년에는 175 Mio. 유로를,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연도별로 200 Mio. 유로를 조달
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정부는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제1차 프로그램 지원 절차에서 재
원의 70%를, 제2차 프로그램 지원 절차에서 재원의 30%를 집행할 예정이다(‘학업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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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교수부문의 질 보장에 대한 행정협약’ 제7조 제1항 참조).
재정 지원 기한은 최소 5년을 기준으로 하며, 제2차 재정지원 심사절차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은 제1차 재정지원 대학에 한해 재정지원 기한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최
대 20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학업여건개선 및 교수부문의 질 보장에 대한 행정협약’
제7조 제2항 참조).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강의의 질 개선을 목
적으로 지출되는 대학별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원 대학을 선별하
고 심사하는 행정절차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학업여건개선 및 교수부문의 질
보장에 대한 행정협약’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재정지원 대상은 개별 대학의 대학교육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교육역량강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이를 “Verbundantrag”라 함)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2011년 겨울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이 지원
되는 동 사업26)은 개별 대학의 지원절차를 3월 4일에 끝마쳤으며, 5월 17일 이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하였다.
총 194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중 총 111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선정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 52개교는 일반대학(Universität),
47개교는 전문대학(Fachhochschule), 나머지 12개교는 음대･미대(Kunst-und Musikhochschule)
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대학유형별 안배를 고려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 간 컨소시엄
형태로 대학교육역량 강화 프로젝트 8개가 선정되었다. 다음의 <표 Ⅳ-14>는 16개 주
(州)별 선정 대학의 유형별 구분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표 Ⅳ-14> 독일 16개 주(州)별 대학유형에 따른 선정 현황
주(州)

총계

일반대학

전문대학

예술대･음대

바뎀-뷔르템베르크

18

9

8

1

바이에른

15

9

4

2

베를린

8

2

3

3

브란덴부르크

6

1

4

1

26) 추가로 2012년 여름학기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201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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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

총계

일반대학

전문대학

예술대･음대

브레멘

1

0

1

0

함부르크

3

2

1

0

헤센

4

2

1

1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3

1

2

0

니더작센

15

8

6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6

8

7

1

라인란트-팔츠

3

1

2

0

자를란트

1

1

0

0

작센

7

4

2

1

작센-안할트

1

0

1

0

슐레스비히-홀슈타인

5

2

2

1

튀링겐

5

2

3

0

총계

111

52

47

12

자료: BMBF. Qualitätspakt Lehre. <http://www.bmbf.de/>.

6.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종합
앞에서는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5개 분석대
상국별로 개관하여 보았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이들 5
개국 정책을 종합･비교하였다. 분석 대상국 정책의 종합･비교는 주로 정책의 방향과 목
표, 추진체제, 대표적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 전략 위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동향
의 흐름을 짚어보았다.

가. 미국 정부차원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미연방 교육부의 정책적 시도가 본격화된 시점은 ｢고등교
육법｣이 제정된 1965년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고등교육개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학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꾸준히 명시하였다.
가장 최근의 미국 연방정부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방향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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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07–12)｣에서 엿볼 수 있다(U.S. DOE,
2007). 동 정책 실행 계획은 지난 2006년 미국 고등교육 개혁의 청사진으로서 작성된

｢리더십의 실험: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 설계(A Test of Leadership: Charting the
Future of U.S. Higher Education)｣보고서(Commission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2006)를 기반으로 되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미국 연방교육부는 글로벌
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대학생 인구의 다양화와 고령화, 시장주의 강화 등과 같은 고
등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고등교육기관
의 책무성 제고,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주요 학문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
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대하교육역량 강화 정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혁신을 위
한 실행계획(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07–12)｣은 미국 연방교육부의 중등이
후교육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OPE)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OPE에
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Programs: H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E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FIPSE 종합프로그램(FIPSE
Comprehensive Program)’을 미국 연방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대표 사업으로 들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중등이후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촉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FIPSE 종합프로그램(FIPSE Comprehensive Program)’은 학부중심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중심 대학들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
인대학생, 이민자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대학생을 위한 기회 확대에서부터 학제 간 연
구, 학부와 대학원 간의 공동 연구, 대학교수법 개발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 혁신을 가
져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고등
교육기관들이 각기 대응하기 어려운 고등교육 문제(예. 성인학습자 증가 등) 해소를 위
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대학교육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다. 학자금을 제외한 대학 기관 지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주정부에 있는 미국의 고
등교육체제 하에서 연방정부가 개별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핵심 논거는 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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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교육 혁신에 필요한 사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과
협력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사기관 및 연구소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교
육의 특성상 비단 대학 울타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
할 때, 그 성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모경쟁 지원을 통해서 기관 간 경
쟁을 촉진하고 있다. 대학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대학이나 연구소를 지정하여 재정 지원을 하기 보다는 공모사업 형태를 통
해서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연방정부 정책에 더하여 매사추세츠주와 조지아주 정부 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살펴보았다. 매사추세츠주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방향은 주립대학간 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고 주 정부 지원
에 상응하는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빈번해지면서 주립대학
들을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매사
추세츠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경우, ｢고등교육위원회((The
Board of Higher Education)｣가 기획･조정 역할을, 주정부 산하 고등교육부
(Massachusetts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 MDHE)｣가 정책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대표적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비전 프로젝트(Vision
Project)’이다. 동 프로젝트는 매사추세츠 주를 미국 최고의 교육을 받은 시민과 인력을
양성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등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최고의 주(州)로서 만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전 프로젝트는 2009년 9월에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최초로 논
의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2011년 7월에 시작되었다. 비젼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학수학준비도와 대학진학률을 높
여 고등교육 참여수준을 제고하는 것, 둘째, 졸업률과 취업률을 높이고 대학편입학 정책
과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성과를 제고하는 것, 셋째, 주정부 고등교육 체제와 대학
차원의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를 활성화하는 것, 넷째, 주정부 차원의 인력계획과 대학교
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STEM교육을 활성화하여 대학교육의 사회경제적 적합성을 제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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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사추세츠 주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매사추세츠 주의 발전을 위해 주립대학들의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대학 교육과 연구에 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와 교
육 성과지표를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데, 후자를 위해서는 특히 고등교육 참여율
(participation), 고등교육 이수율(completion), 학습성과(student learning), 인력부합
성(workforce alignment) 등 4개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이들 성과지표를 다른
50개주의 평균과 비교하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들의 역량과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매사추세츠 주립대학들이 이들 성과지표 영역에서 미국 최고의 수준이 될 수 있도
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주정부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대학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
우,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를 통해서 중등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체계적으로 넓히는 것, 둘째, 고
등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투자 없이 대학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셋째, 주정부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마지막으로 주립대학들이 각기 다른 설립목적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버지니아주에서 고등교육정책의 수립
과 실행은 ｢버지니아 고등교육위원회(The 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SCHEV)｣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956년에 주지사 및 의회에 의해서 설립된
동 위원회는 고등교육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조정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대표적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대학, 주정부 공무원, 이
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수립한 ｢2007~13년 버지니아 주 고등교육을 위한 전략계획
(The 2007~13 Strategic Plan for Higher Education in Virginia at a Glance)｣을 들
수 있다. 동 계획에서는 버지니아 주립대학들이 최근에 당면한 과제인 4년제 대학 간의
졸업률 격차, 과중한 등록금 부담, 높은 보충교육(remedial education) 이수율, 주립 고
등교육기관의 등록률 감소, 사회수요 증가인력 양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2007년~13년 버지니아 주 고등교육을 위한 전략계획에 제시된 전략 중에 대학교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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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략으로서 P-16(초중고 및 대학)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대학준비도 제고, 데이터 수집 확대 및 분석 을 통한 P-16 조정 강화, 후기
중등교육기관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버지니아 주의 인력 수요 충족, 학문적 수월성과 평
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를 들 수 있다.

나. 영국 정부차원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영국 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은 영국 고등교육의 세계적 영향력을 지속화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자산으로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의 결과
로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들이 본격화된 시점은 1990년대 이후의
대학평가와 연동된 재정 배분을 통한 개혁에 나서면서 부터이고 특히 1992년 만들어진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설립을 계기로 더
강화된다. 이후 1992년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을 통해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에 나섰고, 1997년의 디어링보고서(Desring Report, 1997)에서는
영국 고등교육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과 고등교육 개혁에 필요
한 재정확충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디어링 보고서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엄격
한 질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된 계기가 되어서 실지로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
해 엄격한 대학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결과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그 결과
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3년의 고등교육백서(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2003)는 그간 제기되었던 영국 고등교육 개혁의 특성이 집적된 것
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재정의 확충 및 효과적인 대학 교육방법의 개
발 및 교육인증제도의 도입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2003년의 백서는 특히
대학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확립에 회기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영국은 최근의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 몇 개의 핵심적인 정부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다. 이 기
관들은 영국 정부정책의 대표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국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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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들도 이 정부기구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이 기구들의 프로그
램들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내에서 대학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대
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혹은 개편된 기구들의
역할과 사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기구와 프로그램 사례는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재
정위원회와 그 산하 기구들로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관리와 교수학습 질 향상을 도모
하는 기관들이다. 이 기관들로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 산하의 우수 교수학습센터(Centres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우수 교수상 (National Teaching Fellowship Scheme), 고
등교육 아카데미(Higher Education Academy), 학문분야별 센터(Subject Centres)이
다. 두 번째는 교수자격기준 강화와 교육인증을 위한 기관으로 Staff and Educ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SEDA)사례이다. 세 번째는 NSS 사례로 고등교육기관의 교
육의 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정부의
재정배분 기구를 통한 대학재정 지원 및 대학평가와 연동하여 대학별로 차별화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기구를 설립한 목적은 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부 보조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이 과정에서 대학간의 경쟁 체제를 도
입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최근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학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국 정부는 특히 재정
배분기관을 HEFCE로 일원화하고, 이 기관 산하에 대학의 특정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기
관을 만들고 교수 및 교육전문가들의 교육훈련을 담담할 기관들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이는 재정배분의 일원화뿐 아니라 교육훈련의 질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아카데미를 통해서는 교수자격기준의 엄격화하고 교육역
량에 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정책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대학 전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이 아니라 학문영역에 특화된 지원 혹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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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정 프로그램 및 교육전담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점과 대부분의 재정
지원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우수교수학습센터(Centres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사업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의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각 대학 나름의 우수한 교수활동에 대한 격려와 재정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고, 총 74개 대학의 교수학습센터가 이 사업에 선발되어
2005~2010년까지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예산 지원이 대학 내의 교수학습센터의 특
정한 프로그램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문분야별 센터
(Subject Centres) 사업이 있다. 현재 24개 학문별 센터(subject Centres)에 대한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문분야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방법 개발을 위해 학문분야별
센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학별로 혹은 학문분야별로 각자 특화
된 맞춤형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대학 교수학습센터의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 우리 대학의 현
실에 비춰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지원방식이다.
셋째, 대학별 우수 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
위원회의 활동은 단순한 대학평가와 재정 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 중 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사례를 발굴하고, 적용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데, 이 부
분이 개별 대학으로는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정부 기관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넷째, 직위별 교수자들의 교육전문성 표준 지표 및 교육훈련의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2003년 고등교육백서에서 제시한 고등교육교수자들의 표
준화된 교육전문성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아카데미(Higher Education
Academy)는 교수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활동영역과 핵심지식 및 이
에 따른 교수자의 전문윤리를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대학에서는 직위별 교
수개발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 및 예비교수자를 위한 의무 교
육과 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핵심은 가르치는 교수자의 교육전문성 강화에 있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향후 교수가 될 인력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미래지향적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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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 착안한 정책이다.
다섯째, 대학 교수자들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SEDA(Staff and
Educ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영국의 교육전문
가와 교직원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로서 교육전문가와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관이다. SEDA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자의 전문성 개발
혹은 교수자 인증제도 이다. SEDA 교수자 인증제도는 고등교육 기관의 신임교수와 파
트타임 강사을 위한 SEDA Associate Fellowship 프로그램과 대학 교수 및 교직원을 위
한 SEDA Fellowship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여섯째, 학생에 의한 대학평가결과 공개 정책이다. 대학에 대한 공적 정보 확보 및 모
든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전략으로서 NSS(National Student
Survey) 조사와 이 결과를 제공하는 The Unistats 사이트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전
에는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취업가능성과 교육비
용 등의 정보를 모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선택권을 보장
한다는 ‘대학정보 공개와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정책의지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의 공
개를 통해 각 대학들로 하여금 대학교육 질 강화를 위한 경쟁에 나서게 한다는 ‘대학간
경쟁 확대를 통한 대학교육 질 제고’라는 의도가 결합한 정책이다. 최근의 NSS의 보고
서에 의하면 이 조사를 실시한 2005년 이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대학교육의 질 강화의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 호주 정부차원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호주에서 고등교육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전략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호주 정부는 고등교육을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보아 해외
인재를 호주 고등교육기관으로 유치하고 호주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퍼스를 해외
로 수출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호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하여 고등교육을 경제성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호주 정부의 구상을 뒷받침
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장 시스템 구축, 그리고 학위 자격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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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연계를 강화하는 국가자격체제 구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
한 호주 정부의 혁신안은 지난 2009년 발표된 Bradley Report에 나타나 있다. 본 보고
서는 2020년까지 호주 고등교육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46개 혁신과
제를 제안하고 있다. 혁신안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호주자격체제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s: AQF) 개정과 새로운 평가 및 규제기구로 기
능할게 될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이밖에 고등교육 접근성
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HELP)의 대폭적 확대, 교수-학
습지원기금(TCLF) 확대 등이 동 정책안에 포함되어 있다. 호주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되 정부 보조금 지급 시 학습의 질을 기준
으로 활용하고, 물가변동률, 실소요 비용을 고려하며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적재
적소에, 반드시 필요한 규모로 제공되고, 투입된 재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
도하고 있다. 둘째,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호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개별 대학이
실행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대학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그 성과 확산에 꼭 필요한 제도
적 기반 마련에 집중되어 있다. 고등교육의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교
육 경쟁력의 관건은 대학교육 성과를 국가적 질 관리 체제를 통해 보장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통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 일본 정부차원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
여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대중화에 가장 먼저 접근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18세인
구의 감소와 학력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교육개혁을 통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
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 변혁기에 처한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격적 지
식기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교육, 사회전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고등교육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학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어 고등교육체제를 재편하고 보다 효과적인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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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성과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일본의 고등교육정책은 대부분 각종 위원회의 답신을 통한 제
언을 기반으로 수립･집행되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제언과 답신을 통한 정책계획들
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재정확충 또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60년만의 교육기본법 개정은 물론 교육진흥기본계획, 학사과정교육의 재구축에
관한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 등을 통해 정부는 대학이 교육을 보다 충실히 실행하고 스
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대학들은 이러한 지원에 따라 교육
내용 및 방법, 평가와 선발 등에서 대학 저마다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하여 정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간의 경쟁적 환경을 통해 각
대학의 개성화, 특색화를 촉진하는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립대학법
인화와 학교법인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대학운영시스템의 개혁, 우수한 교육연구활동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GP(Good Practice) 사업, 제3자 평가를 포함한 대학평가의 강화와
질 보증 시스템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교원 능력개발(FD; Faculty
Development)과 직원 능력개발(SD; Staff Development)은 물론 AHELO 등의 국제평
가를 반영하여 국제화 흐름에 발맞추려는 노력도 하고 있으며, ‘취업력’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여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에 대학이 보다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대학역량강화사업인 GP사업은 대학의 교육력 강화와 개성화를 촉진하
기 위한 ‘특색GP사업’, 지역사회 및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대GP사업’,
대학원 수준의 교육개혁지원을 위한 ‘대학원GP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외에도

‘사회의 요구(needs)에 대응하는 교육추진’, ‘학생지원 GP’, ‘전문직양성(대학원)GP’, ‘교
사양성 GP’, ‘의료인양성 GP’등으로 세분화된 사업들도 진행 중이다.
일본의 대학역량강화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궤
도에 이르기까지 필요하였던 규제들이 점차 사라지고 대학 간의 경쟁적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양성하려는 시도로 변화하고 있는 점은 여타국가와 비슷하나, 대학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연구지원 중심(교육GP), 사회요구대응 중심(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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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전문인력양성중심 (대학원 GP, 교원GP, 의료GP)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이들 프
로그램을 통해 개별대학이 각자의 개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특색
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는 점은 다른 국가에 비해 차별화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국가나 주변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위치와
그 특성을 규정짓고 대학들이 저마다의 특수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체제로 변모해나가
려는 노력들은 GP사업을 통해 더욱 부각될 수 있었다. 또한 COE사업 등 세계수준의 연
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 국립대학이나 대규모 사립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점과 달리, GP
사업은 우수교육연구 중점지원 사업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고르게 퍼져
있으며, 대학이 지역사회･기업･주변대학과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중소규모 대학의 자립과 생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독일 정부차원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독일은 고등교육 질과 관련하여 볼로냐 선언 이후 정부 차원의 대학교육역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볼로냐 선언 이전에도 타 국가의 고등교육 부문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등 개혁의 압박을 받아 왔다. 주로 지적되어 왔
던 독일 고등교육의 문제점들로는 학사 없이 석･박사로 운영되는 학위과정의 특성상,
대학졸업자의 사회진출 연령이 타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과, GDP 대비 공공교육 부문
의 지출이 낮은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독일 연방 정부는 1999년 볼로냐 선언 이후 급격히 도입한 영‧미식 학‧석사 과정으로
인해 생긴 많은 부작용으로 대학총장협의회 및 공동학술협의회 제언을 포함한 여러 비
판이 지적됨에 따라 2006년 16개 주(州) 정부와 ‘대학협약 2020’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
은 대학신입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독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까지 5억 6,500만 유로를 지원하
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7억 유로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2006년 ‘대학협약 2020’ 체결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신입생 증가
현황이 예상보다 배로 늘어나게 되자 2009년 6월 4일, ‘2020 대학협약’ 연장 및 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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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2011~2015)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6월에 결정한 대학협약 연장 계획에는
고등교육 교수법 부문의 질 개선을 위한 ‘Quality Pact of Teaching’를 포함하면서 더
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부분의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 시행의 법제도적 기반은 연방교육연구부가 2010년 10월 18일에 공포한

‘학업여건개선 및 교수부문의 질 보장에 대한 행정협약’이며, 본 행정협약에는 프로그램
추진 목적, 지원 대상자, 지원 항목, 지원 적격 기준, 절차, 지원 범위 및 기한, 재원 마
련, 평가, 프로그램 시행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동 행정 협약의 대학별 주요 정책은 강의의 질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내 주요 인
력 충원 개선 정책, 강의의 질 보장에 관계된 인력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
책, 학업여건을 최적화 하고 혁신적인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 등이
다. 그리고 재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교원 및 튜터에 대한 인력 확충, 학생
상담 업무 및 강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설립에 재원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
한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방 정부가 조달하며, 대학별 재원 배분은 주 정부의 권
한이다. 이와 같이 연방 정부의 설계로 추진되는 협약에 의거하여 주 정부, 그리고 대학
이 상호 협조하여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이끌어나간다는 것이 독일의 정부 차원의
대학교육역랑 강화 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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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국 정부정책 요약
미국
연방정부
매사추세츠주
버지니아 주
-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주립대학간의 협력 강 - 중등이후 고등교육에
화를 통한 대학교육 성 대한 접근 기회 확대
정책 - 대학의 책무성 제고
- 대학교육의 사회․경제적
과 제고
- 대학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방향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적합성 제고
- 주 정부 지원에 상응하
및
- 주요 학문 분야에서 경쟁력
는 대학교육의 책무성 - 다양한 대학 설립목적
정책
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
확보
제고
목표
학의 자율성 확대
구분

- 연방교육부 내 중등이후 교
육국담당
추진 - 공모 사업 형태로 대학 및 관
련 기관 지원
체제

고등교육위원회 집행기구
로인 고등교육부(Massachusetts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
MDHE)」에서 담당

｢버지니아 고등교육위원
회(The 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SCHEV)｣에서
담당

종합프로그램 FIPSE 추진
- 성인대학생, 소외계층학생 등
비전통 대학생 지원
- 직업교육 및 훈련 지원
- 이민자, 외국인 비율 높은 대
학 지원
- 학부와 대학원의 학제간 프로
그램 지원 등 대학 교수법 개
발 지원
- 개별 고등교육기관들이 대응
하기 어려운, 고등교육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개발
지원
- 대학과 대학, 대학과 중등교
육기관, 대학과 유관기관 네
트워킹 조정자 기능 수행
- 공모경쟁 지원을 통해서 경
쟁, 혁신 촉진자 역할

비전 프로젝트
(Vision Project)
- 매사추세츠 주를 미국
최고의 교육을 받은 시
민과 인력을 양성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
등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최고의 주(州)로서
만드는 것을 목적
- 주(州)의 발전에의 대학
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관련
성과지표 개발
- 주립대학들의 성과를
50개주의 평균과 비교
- 주립대학들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 강화

2007~13년 버지니아 주
고등교육을 위한 전략계획
- 4년제 대학 간의 졸업률 격
차, 과중한 등록금 부담,
높은 보충교육 이수율, 주
립 고등교육기관의 등록률
감소, 사회수요 증가인력
양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
한 대응전략 포함
- 초중고 및 대학 간 협력
을 통한 대학준비도 제고
- 데이터 수집 확대 및 분
석을 통한 P-16 조정
강화
- 후기중등교육기관간의
협력 강화
- 학문적 수월성과 평가
를 통한 책무성 강화

대표
정책
및
프로
그램

추진
전략

영국
-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재정 확충
- 대학재정지원 창구 일원화
- 대학평가에 근거한 차등
적 재정 배분
- 대학에서의 연구뿐 아니
라 교육에 있어서의 수
월성 강화
- 고등교육재정위원회 구성
-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산
하의 다양한 기구들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교육정
책개발 및 대학 교육역
량 강화 지원
- HEFCE와 산하의 우수교
수학습센터, 우수 교수
상, 고등교육아카데미,
학문분야별 센터
- 교직원 전문성 강화 프로
그램 제공 및 교육인증
기구(SEDA)
-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평
가와 평가정보 공개(NSS)
- 중앙정부의 재정배분 기
구를 통한 대학재정 지
원 및 대학평가와 연동
된 대학재정지원
- 학문영역에 특화된 지
원, 대학 내 특정 프로그
램 및 대학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 대학별 우수 사례 발굴
과 공유를 통한 교육역
량 강화
- 직위별 교수자들의 교육
전문성 표준지표 및 교육
훈련의 가이드라인 제공
- 대학 교수자들에 대한
교육인증제도 제안
- 대학에 대한 공적 정보
확보 및 모든 학생들이
정보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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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국 정부정책 요약 - 계속
구분

호주

일본

독일

- 전 국민 대상 고등교육 이수율 확대 - 학령인구감소, 학력저하 문제와 사회 - 대학교육 학위제도 개편
-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고등교육 기회 변화에 적극 대응
- 대학교육 여건 개선
제고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사회․교육체
정책
방향 - 2020년까지 OECD 주요국 중 고등교 제의 개편
육에 있어 Top level에 진입
- 고등교육의 양적성과 달성에 이은 질
및
적 성과 제고
정책
목표
- 우수교육연구대학 중점지원을 통한 국
제경쟁력 강화, 개성있는 대학 양성,
대학의 책무성 확보
- Danise Bradly를 중심으로 한 고등교 -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 등 위원회 - 연방교육연구부(BMBF)
추진
체제

육 전문가 패널 구성, 1년간 연구를 거 의 답신을 통한 제언 기반
친 혁신안 채택
- 고등교육국 대학진흥과 대학개혁추진
실에서 주로 담당
-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 설립

- 대학운영시스템 개혁: 국립대학법인 - Quality Pact of Teaching

- 호주자격체계(AQF) 개정
화, 학교법인제도개선
- 교육 여건 개선과 강의의 질 개선이 주요
HELP
및
교수-학습지원기금(TCLF)
우수교육연구
중점지원:
GP사업
사업 내용
대표
확대
대학평가제도:
제3자
평가를
포함한
정책
대학평가의 강화와 질 보증 시스템의
및
개선
프로
그램
- 인력개발: 교원능력개발(FD), 직원능
력개발(SD)

-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입학정 - 규제완화와 대학 간 경쟁적 환경 구축 - 공모 형식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활용
원 자율화(대학 자율 결정)
을 통해 대학의 개성화, 특색화 촉진
하여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 교육연구지원 중심(교육GP), 사회요구 를 자극·조장
∙ 학습의 질을 기준으로 한 정부보조금 대응 중심(현대 GP), 전문인력양성중 -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학간, 또는 대학
지원
심 (대학원 GP, 교원GP, 의료GP) 등 과 유관기관 컨소시엄을 격려함으로써
추진
네트워킹 활성화, 이를 통한 사업 효율
전략 ∙ 물가변동률, 실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분야별 세분화
한 대학의 각종 예산 지원
- 개별대학의 개성을 발현하는 프로그램 성 제고
∙ 지방대학 재정지원 확대
중점 지원
∙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 강화 - 지역사회․기업․주변대학과의 연계체제
(AQF 활용)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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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 종합
이상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5개국이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
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정책방향과, 대표 정책,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이들 국가의 정책이 우리나라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과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
다. 이는 국･공립 대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나 영향
력 행사가 강력한 독일, 호주, 영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
환경을 지닌 일본에서도, 교육 문제에서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일차적으
로 책임지는 미국에서도 최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개입
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대학의 문제 해결과 대학교육의 혁신은 일차
적으로 대학이 짊어져야 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일부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이 추진 중인 정책 검토에서 드러난 정부
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중앙정부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꼭 필요
로 하지만 개별 대학 차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대다수 대학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호주 정부와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시스템 차원의 대학교육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개별 대학이 교육 목표를 세우
고 목표 달성을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부
의 역할은 네트워킹이다.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중 일부는 단위 대학의 노력만
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업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수행 중인 FIPSE 프로그
램에서 보듯이, 정부가 다양한 사업단 구성을 허용함으로써 중등교육기관과 대학이 협
력하여 대학수학준비도 제고―신입생 선발―대학 입학 후 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추진될 수 있었다.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Quality Pact of Teaching 사업에
서도 이러닝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간 컨소시엄 또는 대학과 연구소가 컨소시엄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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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 간 협력이 가
능했던 이유는 정부가 사업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에서 파악된 정부의 역할은 대학 간 경쟁과 대학혁신의 조장자 역할이다. 본 연구에
서 분석한 5개국 정부 모두 공모 사업 형태의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을 통해 대학이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동기화 하고 있었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개관한 결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학교육역량 강화
를 위한 정부 정책이 집중되는 영역은 대학교육 성과평가에 초점을 둔 대학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혁, 대학교육 기회 확대,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여건 및 성과 개선, 특정 학문
분야 육성 등이다.
대학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을 정비
하는 일은 주요국 정책에서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미국 매사추세츠와 조지아 주정
부는 대학교육성과에 대한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활용해 주 전체 대학의 성
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별 대학이 벤치마크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영국 정부도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등을 활용해 대학교육의 여건과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호주는 국가자격체계를 개
편하고 국가 수준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성
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여건 및 성과 개선을 직접 지원하는 모
습도 전체 분석대상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재정지원 사업의 규모나 주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정부는 혁신적인 교수
법 개발을 독려하고 교육에 뛰어난 성과를 낸 교원을 격려하는 등 대학교육역량의 핵심
요인인 교수･학습 실제를 개선하고자 직접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교수･학습 개선을 교
수역량개발 차원에서 접근한 일본 정부의 정책 사례는 대학교육의 핵심 요원인 교수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5개 분석 대상국에서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차원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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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 대학이 직면한 대학교육력 저하가 고등교육 대중화
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대학교육역량 강화의 출발점이 대학에 유입되는
학생의 학업준비도 제고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의 FIPSE 프로그램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이 입학자원발굴과 이들의 학업준비 수준에 대한 선제적인 처방을
대학교육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주요국 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개관한 결과, 특정 학문 분야 지원책이 대
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수학(Mathematik), 정보통신과학
(Informatik),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 공학(Technologie) 등 이른바 MINT
전공 학생들을 지원하는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과 STEM 분야 교육성과를 관리하고자 하
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학교육의 사회경제적 적
합성 제고와 국가 인적자원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이 현재 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임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라는 과업과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의 연계를 강화한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 는 사례
는 비교적 보편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교
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주요국에
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과 유사점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갖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유
사점으로는 사업단 선정방식을 들 수 있다. 대체로 ‘공모 후 사업 참여 신청 대학에 대
한 평가를 토대로 한 선택과 집중’이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선정방식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FIPSE(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Programs),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조지아주의 대학교
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일본의 ‘Good Practice 사업‘, 독일의

’Quality Pact of

Teaching’사업 모두 공모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과의
유사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업 운영 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단일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
정부가 수행하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재정지원사업에서는 단일 대학뿐만이 아니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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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학과(예. 영국), 대학과 중등학교의 연합(예. 미국), 여러 대학이 연합한 컨소시엄(예.
미국, 독일), 대학이 연구소나 유관기관과 연합한 컨소시엄(예. 미국, 독일) 등이 사업
수혜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업단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① 대
학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어렵거나 연합해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사
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게 되며, ② 특히, 전체적으로 정부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내용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은 현재 단위 대학에만 지원하는 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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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대학교육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우수 대학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선정한 ｢최고의 학부교육 대학(Best Undergraduate Teaching
National Universities)｣랭킹을 참조하였다. 이 랭킹은 대학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2011년도에 총 16개 대학27)이 선정되었다. 이 중
에서 상대적으로 대학 규모가 크고, US News & World Report 등에 의해서 전체적으
로 우수한 대학으로서 평가받는 3개의 주립대학(Miami University-Oxford, UC
Berkeley, University of Virginia)과 3개의 사립대학(Stanford University, Dartmouth
College, Princeton University)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또한 총 21개의 4년제 주립 대학과 2년제 단과대학이 참여한 대학연합 프로젝트인 학부
교육 질 강화(Quality in Undergraduate Education: QUE)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27) 2011 Best Undergraduate Teaching Universities: Dartmouth College(1위), Miami University-Oxford(공동 2위), Princeton University(공동 2위), University of Notre Dame(4위), College of
William and Mary(5위), Brown University(공동 6위),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공동 6
위),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공동 8위), University of Virginia(공동 8위), Stanford
University(공동 10위), Yale University(공동 10위), Clemson University(공동 12위), Purdue
University--West Lafayette(공동 12위), University of Maryland--Baltimore County(공동 12
위), University of Vermont (공동 12위), Wake Forest University (공동 12위). (자료: US News &
World Report,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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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이애미 대학-옥스포드 캠퍼스
1)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마이애미 대학(Miami University)은 1823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 중의 하나로서
오하이오 주의 옥스퍼드(Oxford)에 위치해있다. 동 대학은 학부중심의 주립대학으로,
2011년 US News & World Report지가 발표한 최고의 학부교육 랭킹에서 2위로 선정될
만큼 학부교육에 강점을 가진 대학이다. 2011년 현재 약 16,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
며, 약 150개의 학위과정이 운영되고 있다(Miami University, n.d.).
마이애미 대학은 설립 이래 인문교양 학부교육(liberal arts undergraduate education)
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대학(The Engaged University)”이
라는 동 대학의 미션 선언문에도 반영되어 있다. 학부중심대학으로서 마이애미 대학에
서는 수업과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과 대학생활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부교육에 대한 강조는 마이애미 대학에서 수립한 ｢5년 전략계획(Five
Year Strategic Goals)｣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중에 대학교육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5개의 목적(goals)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적은 학생들이 교육
적으로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5개의 세부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제1전략은 탐구 중심의 적극적 형태의 교육에 초점을 둔 발견지향적 교육과정과 대학생
들의 발달 특징을 고려한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핵심적인 지적 역량을 개발
하는 데에 있어서 마이애미 대학이 국가적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2전략은
평균 6년 이내 학부졸업률을 현재 81%에서 85%까지 개선시키고, 소수자(minorities)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간의 졸업률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제3전략은 ‘차이(difference)’
를 이해하는 문화를 캠퍼스 내에 확산시키고, 소수자 학생 비율을 현재 8.5%에서 12%
까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제4전략은 옥스퍼드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해외 연수
참여율을 현재 36%에서 50%까지 높이는 것이고, 제5전략은 학생들이 교원들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학생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학생들이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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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하여 총 4개의 세부전략이 개발되었는데, 제1전략은 정직, 책임감, 참여,
윤리적 행동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전인적 인간 발달을 위한 대학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
이다. 제2전략은 학생들의 지력과 인성 발달, 교내외 활동 참여, 그리고 2학년 지속등록
률을 증가시킴으로써 2학년 기숙사 거주요건(sophomore residency requirement)을 성
공적으로 충족하는 것이다. 제3전략은 지적 성취, 리더십, 인성 발달,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하는 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Greek 커뮤니티 모범 사례(model
Greek community)를 개발하는 것이다. 제4전략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는 혁신적･참여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주년 학생센터
(Bicentennial Student Center)를 설립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급속한 사회변화속에서 요구되는 평생학습과 성공을 위한 적응력과
창조력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1전략은 리더십 개
발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생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2전략
은 인턴쉽,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 학생 교사활동(student teaching)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
와 학습경험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제3전략은 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
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협동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네 번째 목적은 학생들이 운동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고, 아울러 대학에
서 수립한 챔피언십 문화전략계획(Culture of Champions strategic plan)에 학생회를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대학연합 운동경기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 마이애미 대학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앞서 제시된 대학교육역량 강화전략들은 ｢학습･교수･대학평가센터(Center for Enhancement
of Learning, Teaching, and University Assessment: CELTUA)｣과 리넬라 학습센터
(Rinella Learning Center)에 의해서 주로 실행되고 있다. 각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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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습･교수･대학평가센터(CELTUA)
학습･교수･대학평가센터(CELTUA)는 대학내 학습, 강의, 평가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적 인식을 촉진하고, 교원, 학생 및 센터직원들에 의한 반성적(reflectiv
e)･학술적 활동 사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ELTUA, n.d.). 이를 위하
여 CELTUA에서는 교원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원들의 강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우
수강의상(E. Phillips Knox Teaching Award, CELTUA Teaching Excellence Award,
MUM Award for Teaching Excellence)을 시상하고 있으며, 우수 강의를 촬영하여 온
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임교원들의 강의력 향상을 위해서 신임교원 강의력 강
화 프로그램(The New Faculty Teaching Enhancement Program: NFTEP)을 운영하
고 있으며, 강의력 향상을 위한 교수들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수 개인, 교수 그
룹, 또는 학과별로 강의력 향상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Ⅴ-1〉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대학원생 강의력 강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이수자를
위한 보상

핵심 프로그램(Core GSTEP)

부속 프로그램(Affiliate GSTEP)

∙ 1학기 동안 GSTEP Program, ∙ 1학기 동안 GSTEP Program, CELTUA,
CELTUA, Howe Writing Center,
Howe Writing Center, Advanced
Advanced Learning Technologies,
Learning Technologies, King Library
King Library에 의해 제공되는 총 8
에 의해 제공되는 총 4회 프로그램 참석
회 프로그램 참석 (프로그램 개회식과
폐회식 포함)
∙ 프로그램 참석시에 반성적 저널 ∙ 프로그램 참석시에 반성적 저널(reflective
(reflective journal) 또는 1페이지 보
journal)을 작성할
고서를 작성할 것
∙ 강의철학에 관한 프로젝트나 강의 포
토폴리오를 완성할 것
1권의 도서, 이수증, 1학점, $200

이수증

자료: Center for Enhancement of Learning, Teaching, and University Assessment(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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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업조교들(대학원생)을 위하여 대학원생 강의력 강화 프로그램(Graduate
Student Teaching Enhancement Program: GSTEP)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 프로그램
(Core GSTEP)과 부속 프로그램(Affiliate GSTEP)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 이
두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는 조교가 되기 위한 의무 사항은 아니다. GSTEP 프로그램
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서 제공, 학점 인정, 인센티브 제
공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CELTUA에서는 교수들의 강의력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새로운 교수법을 모색하려는 교수나 학과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
며,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포커스 그룹(focus groups)을 구성하여 교수자에게 피
드백을 제공하는 ｢소그룹 수업진단(Small-Group Instructional Diagnosis: SGID) 서
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수업관찰법을 훈련시켜서 학생의 관점에서
강의에 대한 피드백(비밀보장 유지)을 제공하는 ‘학생 수업 컨설턴트 제도(Student
Consultants on Teaching)’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업기술, 동기부여, 대학정책
등에 강점을 가진 전문가들로 ｢수업 설계･재설계 및 강화를 위한 과정 연합팀(Course
Alliance for Design, Redesign, and Enhancement: CADRE)｣을 구성하여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발 및 재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CELTUA에서는 학습평가가 1회성 행사가 아니라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들의 강의평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기적
으로 평가 팁(tips)을 제공하고 있고, 평가설계 및 평가 수행 및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평가에 관한 기본지식(Assessment Basics) 홈페이지｣를 운
영하여 평가에 관한 기초 지식과 최신 정보들을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대
학교육을 통한 대학생들의 학습역량 변화 등을 측정하는 학습성과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공별로 학습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학과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나) 리넬라 학습센터(Rinella Learning Center)
리넬라 학습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제공하고 있다(Rinella Learning Center, n.d.).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학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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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및 자문 서비스 외에도 학습코칭(academic coaching)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 학
업코칭은 학생과 학습전문훈련가인 코치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학생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업 및 생활 지도를 제공
하는 학업강화 프로그램(Scholastic Enhance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
그램은 학업중단을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고등교육 전문 컨설팅
회사인 ｢USA Group Noel-Levitz ®｣로부터 학생등록유지 우수상(Retention Excellence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셋째, 학업능력이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보조 프로그램
(Tutorial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간 약
2,000명의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외국어, 경영 및 기초과목과 관련하여 약 12,000시
간 분량의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혼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교과목에 대해서
보충학습(supplemental instruction)을 제공하고 있다. 보충학습은 보통 해당 교과목의
정규수업 후에 제공되며, 과거에 해당 교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학습
촉진자’로서 수업 운영을 돕는다. 이러한 점에서 보충학습은 협동학습 기법(collaborative
learning techniques)을 토대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학부생들에게 교수들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
부생 연구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Option: URO)｣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은 앞서 제시한 학업강화 프로그램(Scholastic Enhancement Program: SEP)에
등록한 1학년 학생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learning
community program)이며, 차수별로 약 2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URO 프로그램은
SE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학생들에게는 멘토 교수가 배정되어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3) 운영 조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애미 대학의 대학교육역량 강화와 관련된 핵심조직으로
서 ｢학습･교수･대학평가센터(Center for Enhancement of Learning, Teach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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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Assessment: CELTUA)｣와 리넬라 학습센터(Rinella Learning Center)를
들 수 있다(CELTUA, n.d.). CELTUA에는 17명의 교수학습전문가들이 ｢학습･교수･대
학평가센터 위원회(Committee for the Enhancement of Learning, Teaching, and
University Assessment)｣의 자문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대학
평의회(University Senate)의 소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CELTUA를 위한 자문기능을 수
행하면서 CELTUA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grant)과 CELTUA 강의우수상 운영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리고, 리넬라 학습센터(Rinella Learning Center)는 학생처(Office of
the Dean of Students)의 학생지원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상담과 학습
지원, 장애학생의 학업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버클리 대학 사례
1)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만(San Francisco Bay)에 위치한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은 1868년에 설립되었으며,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의
분교로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에 속하는 대학 중의 하나이다. 2010년 9월 현재,
약 35,838명(학부생: 25,540명, 대학원생: 10,298명)이 재학중이고, 2009/10학년도에
약 10,383개의 학위가 수여되었다(UC Berkeley, n.d.). 버클리 대학은 세계적으로 저명
한 연구중심대학 중의 하나이지만, 2011년 US News & World Report지에 의해 발표된
최고의 학부교육 랭킹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학부교육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은 1:15.1(2009년)이고, 학부 수업의 약 70%가 30
명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UC Berkeley, n.d.).
버클리 대학에서는 대학 설립 이래 학부교육의 강화는 가장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로
서 간주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학술분야 대학평의회(Academic Senate)에서 운
영하는 교수위원회(Committee on Teaching)와 ｢교수･학습･학사･교육시설 부총장(Vice
Provost for Teaching, Learning, Academic Planning and Facilities)｣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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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버클리 대학에서는 대학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들의 강의능력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 위
해서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IT 기술 등을 활용한 수업전략 개발을 위한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강의 중에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담당
하는 교원들과 수업에 있어서 연구 요소를 포함시키는 교원들에게 ｢학부교육 연구를 위한
멜론 도서관/교원 연구보조금(Mellon library/faculty fellowship for undergraduate
research)｣등이 지원되고 있다.
둘째, ｢교수학습기술센터(Teaching, Learning and Technology Center: TLtC)｣를
통해서 효과적인 교수법에 관한 정보, 강의평가 도구 개발 및 자료 제공, 원격강의 개발
등이 지원하고 있다. TLtC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가상센터(virtual center)로서 버클
리 대학뿐만 아니라, 기타 캘리포니아 대학체제에 포함된 교수들의 교수학습기술의 개
발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TLtC에서는 TLtC 협동 보조금 프로그램(TLtC collaborative grants program)과 TLtC
웹진 및 온라인 포럼(TLtC Webzine and online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는 교수
학습에 IT 기술 등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대학들(Universities of California:
UC)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후자는 교수학습과정
에의 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온라인상의 토론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TLtC 웹진 및 온라인 포럼과 관련하여 UC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교수학습에 IT 기
술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Who’s doing What 데이
터베이스｣가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TLtC 센터에는 모든 UC 캠퍼스들의 대표들(총 10명)로 구성된 TLtC 대내
협력위원회(TLtC Campus Laisions)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교수법
또는 교육기술(educational technology)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TLtC의
비전 설정 및 서비스 내용과 활동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 확정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행정인력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대학원생 강사 교수 및 지원 센터(Graduate Student Instructor Teac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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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Center)｣를 통해서 대학원생 강사들을 위한 티칭팁(Teaching Tips)을 제공하고
있고, 교수법 개선과 관련된 워크셥,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대학원 조교들의 영어 능력 개선에 필요한 ｢언어유창성 프로그램
(Language Proficienc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강사들의 교수법 개발
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강의 향상을 위한 교수들의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기 위해서 강의 우수 대학원 강사상, 효과적인 교수자상,
대학원 강사들을 열심히 지원한 교수들에게 교수멘토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학습센터(Student Learning Center: SLC)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을 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는 약 250명의 튜터와 강사, 그리고 20명의 직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SL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제간 학업, 수학/통계학, 사회과학 프로
그램 등과 같이 전공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학습전략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 학부생 과정 촉진 훈련 및 자원 프로그램(Undergraduate Course Facilitator
Training & Resources: UCFTR), 작문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UCFTR는 학생들이 수업 운영을 주도하는 교과목을 개발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또는 그러한 교과목에 이미 참여중인 학생들에게 교수법에 대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
는 프로그램이다.

3) 운영 조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버클리 대학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는 학술분야 대학평의회
(Academic Senate)에서 운영하는 교수위원회(Committee on Teaching)와 교육개발국
(Office of Educational Development: OED)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
수위원회(Committee on Teaching)는 총 5명의 교원과 2명의 학생 대표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강의의 수월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수강의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교육
보조금(educational grants)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학사･
교육시설 부총장(Vice Provost for Teaching, Learning, Academic Planning and
Facilities)｣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교육개발국(OED)은 대학교육역량 강화의 중추기구
로서 교수법 혁신, 강의력 향상 지원, 우수 강의 사례 확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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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 OED에서는 개별 컨설팅, 수업관찰, 비디오 촬영, 우수강의상 수여 등을 통해
서 교수들의 강의력 향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구로서 2000년 7월에 설립된 교수학습기
술센터(Teaching, Learning and Technology Center: TLtC), 대학원생 강사 교수 및
지원 센터(Graduate Student Instructor Teaching & Resource Center: GSUTRC),
학생학습센터(Student Learning Center: SLC)를 들 수 있다. 이 중에 TLtC는 캘리포
니아 대학시스템에 있는 모든 주립대학들에서 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강의자료,
효과적인 교수법에 관한 정보, 강의평가 도구 개발, 원격강의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GSUTRC는 대학원 학사지원부서의 하위 기관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대학원생
들의 교수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SLC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으
며, 약 250명의 튜터(tutor)와 강사, 그리고 20명의 직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다. 버지니아 대학
1)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버지니아 대학(University of Virginia)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위원이었으며 제3
대 미국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에 의해서 1819년에 설립된 주립대
학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대학 중의 하나이다. 버지니아주의 샤롤로츠빌
(Charlottesville)에 위치한 버지니아 대학은 2011년 US News & World Report지에 의
해 발표된 우수 주립대학 랭킹 중에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저명한 주립대학이며, 아울
러 최고 학부교육 랭킹 중에는 8위를 차지할 정도로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2010/11학년도 현재 총 11개 단과대학에서
21,049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이 중에 학부생은 66.7%(14,039명)을 차지하며, 전
임교원은 약 2,125명이고 행정직원은 5,854명이다(University of Virginia, n.d.).

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버지니아 대학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교원과 학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196 ｜

Ⅴ. 주요국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정책 동향

있다. 교원들의 교수력 강화는 교수학습센터(Teaching Resource Center: TRC)｣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 TRC에서는 교원들과 예비 대학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의
교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교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
면, 신임교원의 교수력 증진 프로그램(University Teaching Fellowship Program), 다
양성 촉진 지원 프로그램(Excellence in Diversity Fellowship Program), 교수작문력
향상 프로그램(Professors As Writers), 학습평가 보조금(Learning Assessment
Grants)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신임교원의 교수력
증진 프로그램은 신임교원들에게 멘토 역할을 맡는 시니어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효과적인 수업전략, 강의설계기법, 교수법 혁신방법 등을 개발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
한다. 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들에게는 학부생 대상 교과목을 개선하거나 신
설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보조금이 제공된다.
둘째, 다양성 촉진 지원 프로그램(Excellence in Diversity Fellowship Program)은
신임교수들이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학문화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교수로서의 장기
적인 경력계발을 설계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
해서 신임교원들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동료 교수나 선배 교수들과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수자와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기
회를 가지게 된다. 셋째, 교수작문력 향상 프로그램(Professors As Writers)은 교수들
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논문작성, 저서 편집 등에 관한 워크셥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넷째, 학습평가 보조금(Learning Assessment
Grants)은 교수들의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 수립, 도구 개발, 자료 수집 및 분
석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원당 $2,000까지 지원된다.
이외에도,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미래 대학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원들’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미래의
교수(Tomorrow’s Professor Today) 프로그램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생에서 교수자로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수활동(teaching), 전문성 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대학교수 경력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
수법 세미나, 워크셥, 기존 교수들의 교수법 관찰 및 면담, 강의자료 준비, 동료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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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교수활동에의 IT 기술 활용을 위한 파트너 구축 프로그램
(Teaching + Technology Support Partners)으로, 교수들이 수업혁신을 위해서 IT 기
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조교들에게 전문적인 IT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셋째, 외국인 수업조교 지원 프로그램(International Teaching Assistants
Program)으로, 수업조교로서 활동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학부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학부생들에게
교수들의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관으로서 ｢학부교육수월성
센터(The Center for Undergraduate Excellence)｣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들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부생들의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학부생들에게는 ｢해리슨 학부연구상
(Harrison Undergraduate Research Awards)｣을 수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내외 연구
기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기회 데이터베이스(Research Opportunities)
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운영 조직
버지니아 대학에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은 교수학습센터(Teaching Resource
Center: TRC), 학부교육수월성 센터(The Center for Undergraduate Excellence), 작
문지원 센터(Writing Center)에서 담당하고 있다. TRC가 교수와 수업조교들(대학원생)
의 교수력 향상과 전문성 계발을 주로 지원하는 데에 비하여, 학부교육수월성 센터에서
는 학부생들의 연구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TRC는 1990년에 당시 버지니
아 대학의 일반대학원장의 기부금과 버지니아주 고등교육위원회의 수월성 재정지원 예
산에 힘입어 설립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학부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핵심기구로서의 중
책을 담당하고 있다(Teaching Resource Center, n.d.). 학부교육수월성 센터에서는 학
부생들의 연구를 독려하며, 연구 기회 및 연구 장학금에 관한 정보들을 온라인과 오프라
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작문지원 센터(Writing Center)｣에서는 대학원생 조교
들을 활용하여 작문에 관한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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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탠포드 대학
1)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중심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은 1990년
대부터 ‘학부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부교육에 대한 대학
차원의 관심은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재임했던 D. Kennedy 총장이 “학생에 대한 책무
야말로 대학의 사명이자 모든 교수들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김병주
외, 2010). 그리고, G. Casper 총장이 재임하던 1993년에 학부교육위원회(Commission
on Undergraduate Education)가 구성되어 학부교육 부실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1995년에는 ｢학부교육을 위한 부총장 사무국(The Office
of the Vice Provost for Undergraduate Education: VPUE)｣을 설립하여 교수들과 학
부생들 간의 상호작용 활성화, 혁신적인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학부생의 연구 참여
촉진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Stanford University, n.d.).
그리고, 1997년부터는 ｢스탠포드 기초연구(Stanford Introductory Studies) 프로그
램｣을 도입하여 해마다 신입생들을 위한 50여개의 세미나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 부임한 J. Hennessy 총장은 ｢학부교육 강화를 위한 10억불 기금조성 캠페인｣
을 추진하여 학부교육 개선을 위한 재정적인 기반을 조성하였다(김병주 외, 2010). 이와
같이 학부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대학 내에 설치
된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스탠포드에서는 학부생들에게 3개의 학위과정(문학사[B.A.], 이학사[B.S.], 문이학 통
합학위 과정[B.A.S.])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은 6.1 : 1로 학생과 교수간
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Stanford University, n.d.). 신입생들이 학습 역
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부교육을 위한 부총장 사무국(The Office of the Vice
Provost for Undergraduate Education: VPUE)｣주관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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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Stanford University, 2010).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Bing 해외연수 프로
그램(Bing Overseas Studies Program)으로, 학생들의 학기 중 단기 연수와 해외 세미
나 참가, 해외 인턴십, 해외 교류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스탠포드 기초 세미나(Stanford Introductory Seminars: SIS) 과정으로, 기초
인문학과정, 기초 세미나, 작문 및 표현력 증진, Hume 작문센터 지원, September 연구
지원, 전공 작문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에 기초 인문학과정(Introduction to
the Humanities)은 신입생을 위한 학제 간 프로그램으로서 1년간 운영된다. 기초세미
나(Introductory Seminars)는 신입생들이 대학 학업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
명한 교수진이 담당하고 있다. 해마다 약 2,300명의 학부생들이 약 200여개의 기초 세
미나에 등록하고 있다. 그리고, ｢9월 연구(September Studies)｣는 2학년 대학 프로그
램(Sophomore College), 인문집중강좌(Arts Intensive), Bing 우수생 프로그램(Bing
Honors College)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2학년 대학 프로그램(Sophomore College),
인문집중강좌(Arts Intensive)는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제공되며, Bing 우수생 프
로그램은 우수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들이 멘토링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셋째, 학부생 상담 및 연구 프로그램(Undergraduate Advising and Research)으로,
신입생 및 편입생 지원, 그리고 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이 운영되는 데, 대학 수준에서의
학습은 연구과정에의 참여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부생이 교수들의 지식창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보조금(grants) 등
이 제공된다. 동 보조금은 학부생에게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원’과 ‘학과’에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교수의 멘토십(mentorship)하에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에
게도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스탠포드에 설치된 ｢학부 연구 및 공공 봉사의 심포지아 사무소(The
Symposia of Undergraduate Research and Public Service: SURPS)｣에서는 학부생
들에게 자신의 학술 연구결과를 교수, 학생 및 동창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2008/09학년도에 천여 개의 학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 400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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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명의 학생이 SURPS에서 개최하는 3차례의 학술대회에서 논문 등과 같은 연구성
과물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도, 우수생 프로그램(Honors Program)이 운영되
고 있는 데, 이는 학생들이 교수들의 지도하에 수행한 독립 프로젝트(independent
projects) 중에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해당 학생의 졸업장에 우등상(with
Honors)을 수상했음을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졸업생 중의 약 25%가 학과
우수상(departmental honors)을 받으며, 약 100명의 학생이 해마다 Bing 우등상 프로
그램(Bing Honors College)을 이수한다.
넷째,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프로그램으로, 교원들의 교
수력 개발, 대학원 조교의 훈련, 학생들의 학습능력 개발 및 튜터링 등을 내용으로 한
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탠포드의 모든 학생들은 무료로 동료학생 튜터링과 학습
기술에 관한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특정 과목을 위한 튜터링, 작문(writing)과
구술 발표(oral presentation)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부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grants)과 시상(awards) 제도
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부교육 프로그램 강화 보조금(Undergraduate
Program Enhancement Grants: UPEG)은 학생들의 소속 학과의 다양한 학술적 자원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과와 전공에 제공된다. 교육과정 보조금(Curriculum Grant)은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기존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서 지원된다.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서는 $1,000 - $5,000 정도가 원되며,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8,000 정도까지 지
원된다. 이외에도 강의력 향상을 위한 교수들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대학, 단과대
학, 학생회 차원에서 우수 강의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수업 조교들(teaching
assistants)도 평가하여 우수한 조교들에게 우수 강의상을 제공하고 있다(Stanford
University, n.d.).

3) 운영 조직 및 재정 집행
스탠포드 대학에서 대학교육역량의 강화는 ｢학부교육을 위한 부총장 사무국(The
Office of the Vice Provost for Undergraduate Education: VPUE)｣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Stanford University, n.d.). 1995년에 설립된 VPUE는 Bing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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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Bing Overseas Studies Program),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스탠포드 기초연구(Stanford Introductory Studies), 학부 상담 및 연구
(Undergraduate Advising and Research)를 총괄하고 있다.

[그림 Ⅴ-1]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추진조직

이 중에 Bing 해외연수 프로그램 팀에서는 학생들의 학기 중 단기 연수와 해외세미나
참가, 해외 인턴십, 해외교류 프로그램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수학습센터에서는
교원들의 교수력 개발, 대학원 조교 훈련, 학생들의 학습능력 개발 및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구팀에서는 기초 인문학과정, 기초 세미나, 작문 및 표현
력 증진 지원, Hume 작문센터 지원, September 연구 지원, 전공 작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부 상담 및 연구팀에서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학사 운영 및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의 구조와 기능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TL은
1975년에 Danforth 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의 지식전달 능력 개
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1978년 이후 대학 자체 예산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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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현재, 13명의 프로그램 전문가와 행정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수(Teaching),
학습(Learning), 말하기(Speaking) 영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수
(Teaching) 서비스는 학생, 조교 및 대학원생,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
고 있으며, 학문영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 영역
담당자, 과학･이공계 담당자 등이 각각 지정되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
비스 대상별로 제공되는 교수(Teaching)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Ⅴ-2〉미국 Stanford CTL의 교수 기능(Teaching) 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교수 기능(Teaching) 지원서비스

교수

교수법 컨설팅, 강의중간 평가방법, 강의평가결과 해석, 강의 동영상 녹화 및 교실관찰,
강의계획 설계 자료, 우수 강의자 초청 교수법 강의, 교수법 관련 강의, 세미나 및 오찬,
교수법 향상 실무그룹 위원회, ICT 활용 수업 지원, 신임 및 신진 교수 교수법 지원, 교수
법 관련 컨퍼런스 및 초청강연 개최, 발표력 증진 훈련 제공, TA(수업조교) 훈련 제공, 교
수법 관련 학술서적 정보 제공, 교수법 관련 자료 뉴스레터 개발, 효과적인 수업조교 훈련
에 관한 소책자 개발, 스탠포드 교수법(Teaching at Stanford Handbook) 온라인 제공

수업조교(TA)
및 대학원생

분기별 TA 오리엔테이션, 워크셥, 강의중간 평가방법, 강의 동영상 녹화, 구두 커뮤니케
이션 기법, CTL 연락 담당 및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수법 관련 멘토링, ICT 활용 수
업 지원, 교수법 관련 핸드아웃 및 팁 제공, 교수법 및 전문역량 개발 관련 대학원 과정
운영, 교수법 관련 자료 뉴스레터 개발, 효과적인 수업조교 훈련에 관한 소책자 개발, 스
탠포드 교수법(Teaching at Stanford Handbook) 온라인 제

학부생

학업 관련 기술 코칭, 작문센터(Hume Writing Center), 작문 튜터 서비스 제공(Hume
Writing Center Tutoring), 구두 발표력 증진 프로그램(Oral communication program),
구두 발표력 튜터 서비스 제공, 전공 수업 관련 튜터링 제공(방문 상담, 개인, 집단별 담
당, 외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

자료: Stanford CTL(n.d.).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CTL에서는 학습지원과정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
고 있고, 튜터링과 학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0/2011학년도에 CTL에서 운
영한 학업지원 교과목은 총 29개이며, 학기별로 다양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하게 학습하는 법(Working Smarter),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들을 위한
집중발음 교정강좌(Voice and Articulation Intensive for Non-Native English
Speakers),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하는 방법에 관한 강좌(Public Speaking: Romancing
the Room)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CTL에서는 전공별 튜터링 서비스, 발표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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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기술 증진에 관한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TL에서는 대
학원생 및 학부생들의 말하기(Speaking)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코
칭 지정 프로그램(Presentation Coaching Appointments), 공공장소에서의 발표 관련
과정(Courses on Public Speaking) 및 워크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 다트머스 대학
1)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뉴햄프셔 주의 하노버(Hanover)에 위치한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은 소
위 ‘아이비리그 대학(Ivy League universities)’ 대학 중의 하나로 1796년에 설립된 4년
제 소규모 사립대학이다. 2011년 현재 약 4,100명의 학부생과 1,700명의 대학원생이 재
학 중이며, 40개 이상의 학부 프로그램, 4개 대학원(인문･과학, 공학, 경영, 의학)이 운
영되고 있다(Dartmouth College, n.d.). 다트머스 대학은 2011년 US News & World
Report에 의해서 학부교육에 대한 헌신도가 가장 높은 대학으로 선정될 정도로 학부교
육에 경쟁력있는 대학이다(US News & World Report, n.d.). 이와 같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8명에 불과한 우수한 교육환경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학년도의 경우, 전체 수업의 63%가 수강생이 19명 이하
였고, 50명 이상이 수강한 과목은 8%에 불과하였다(Darthmouth College, n.d.).
다트머스 대학에서는 전체 학생의 약 25% 정도가 교수로부터 일대일 지도를 받으면
서 독립연구(independent studies)를 수행하고 있으며, 230명의 학부생이 총장 장학생
(Presidential Scholars) 또는 시니어 펠로우(Senior Fellows)로서 교수들의 연구를 돕
거나 독립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트머스 대학의 학생들은 입학한 해에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 세미나 형식의 2개의 집중 작문강좌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고 있다. 이외
에도 다트머스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교수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강의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고, 교수들의 정년보장 심사 요소로서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정년보장 심사를 신청한 교수의 강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약 80명의 학생에게
해당 교수의 강의력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게 한다. 최근에 다트머스대학에서는 대학
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내에 있는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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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웅변 센터(Institute of Writing and Rhetoric)에서 학습성과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다트머스 대학에서는 대학교육역량 강화가 대학 본부에 의해서 전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습발전센터(Dartmouth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Learning: DCAL)

｣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 센터에서는 ‘교수들의 강의능력 향상’에 주력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 강의계획서 및 교육과정 설계, 웹
기반 전자칠판 활용법, 강의촬영 및 녹화, 일대일 교수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DCAL은 학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CAL, n.d.).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첫째 교수들끼리 비공식적인 멘토링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있으며, 상호 수업참관을 통해서 교수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DCAL에서 수업참관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찰 노트, 건설적인
피드백, 관찰 후 사후처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둘째,
DCAL에서는 ‘액션러닝 연구소(Active Learning Institute: ALI) 워크셥’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생중심의 교수법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ALI는 한 학기에 2일에 걸
쳐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500의 보조금이 제공된다.
셋째, DCAL에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에 필요한 언어와 문화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서 ‘교수 언어 및 문화(Teaching Language and Culture)’를 주제로 정례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월 1회(1시간 30분 정도) 과학 교과목에 관한 교수법 세미나
(Teaching Science Seminar)를 개최하고 있다. 넷째, DCAL에서는 교수들의 발성법과
발표력 향상을 위해서 ‘교원 보이스 그룹(Faculty Voice Group)’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DCAL에서는 강의에 ICT를 활용하는 방법, 학생들에게 연구법을 가르치
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와 훈련을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DCAL, n.d.).
이와 같이 DCAL의 주 서비스 대상은 ‘교수’이지만,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 학생들도
보조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강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수자 훈련 워크셥, 강의계획서 설계 워크
셥, 교수법 철학 워크셥, 수업조교 워크셥 등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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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트머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문 및 웅변 센터
(Institute of Writing and Rhetoric)｣를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에서는 작문 교과목,
신입생 세미나, 작문보조 프로그램(The Writing Assistance Program)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작문 및 웅변 센터 내에는 ｢연구･작문･기술학생센터(The Student Center for
Research, Wri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가 설치되어 학생들에게 튜터
(tutor)와 함께 보고서 작성, 연구과제물 등에 대하여 토론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3) 운영 조직
2004년도에 설립된 다트머스 학습발전센터(Dartmouth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Learning: DCAL)는 교원 간에 교수법에 관한 정보 및 지식 공유, 그리고 전문성 개
발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DCAL은 비단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뿐만 아니라, 도서관 사서,
강의지원 기술자,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 학생, 학장 및 행정과장 등과 같이 교육과 관
련이 있는 학내 모든 인사들을 지원한다(DCAL, n.d.). 이와 같은 광범위한 지원을 통해
서 DCAL은 지식전달(delivery of instruction)에 치우진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문화가

‘학습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DCAL은 12명의 교수법 전문가와 행
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기구로서 9명의 교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를 두고 있다.

바. 프린스턴 대학
1)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1746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은 미국 대학 중에 네 번째로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미국 동부의 뉴저지주(State of
New Jersey)에 위치해 있다. 2011년 현재 약 5,000명의 학부생과 2,500명의 대학원생
이 재학하고 있으며, 약 1,100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은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선정한 ｢2011년 최고의 학부교육 대학(Best Undergraduate
Teaching National Universities)｣랭킹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학교육 역량 강화
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연구중심대학 중의 하나이다. 학부생과 교원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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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정도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은 편으로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린스턴 대학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는 ｢맥그로우 교수학습센터(The McGraw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 센터에서는 교
수들을 위해서 교수법 프로그램과 워크셥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교수법에
관한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임교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되
고 있으며, 수업 규모(50명 이상)가 커서 여러 명의 조교를 활용하는 교원들이 조교들
과 오찬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을 위해서는 수업조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있고, 교수법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워크셥을 여러 차례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조교들이 희망할 경우, 조교들
의 수업에 대한 참관활동을 통해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장차 교수가 되기를 희
망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교수법 기록(Teaching Transcrip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법 워크셥 참여, 대학원생들이 담당하는 수업에 대한 전문가
참관, 교수법에 관한 대학원생 자신의 철학을 정리한 문서작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교수법 기록(Teaching Transcript)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1~2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학부생들을 위해서는 학습전략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수
업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 교과목(수학, 화학, 물리, 경제학, 정치학, 기초
연구, 재정공학 등)에 대해서는 무료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물리학
과 같이 기초지식이 강조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와 협력하여 수업의 주요 내
용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검토 세션(review session)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맥그
로우 센터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작문지원센터(Writing Center)에서는 학생들에게 전공 교과목과 관련된
글쓰기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동 센터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작문세미나
를 개최하고 있고, 과학 및 이공계 작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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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조직
프린스턴 대학에서 대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맥그로우
교수학습센터(The McGraw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는 1999/2000학년도
에 1940년에 졸업생인 Harrod McGraw의 기부금(500만 달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동 센터에서는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작문지원센터(Writing Center)가 운영되고 있으며, 7명의 행정직원과
45명의 작문담당 교원, 십여 명의 연구원들(fellows)이 종사하고 있다.

사. 학부교육 질 강화(QUE) 프로젝트28)
학부교육 질 강화(Quality in Undergraduate Education: QUE) 프로젝트란 캘리포
니아, 조지아, 메릴랜드, 네바다 등 미국 4개 주에서 선정된 총 21개의 4년제 주립대학과
2년제 단과대학들이 연합하여 추진한 대학교육역량 강화 프로젝트이다. 7년(1999~2004
년)에 걸쳐 추진된 동 프로젝트는 생물학, 화학, 영문학, 역사학, 수학과 물리학 등 6개
전공에 대해 교수, 학생, 학부모, 기업의 실무진 등 교육의 모든 주체가 각 대학, 각 학
과에서 실시되는 학부교육의 내용과 범위, 질과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기
준에 맞추어 대학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학부교육의 질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미국 대학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동일 전공 내에서도 각 대학 별로 교육의 수준과 내용, 학생 평가의 기준이 모두
다르고,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가 부족한 점 등 한국 고
등교육의 제반 문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적
QUE 프로젝트는 미국 대학이 당면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는 대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이다. 오랫동안 미국 대학은 낮은 졸업율과 재학생등록
28) 학부교육 질 강화(QUE)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용역원고(작성자: 장수정)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작
성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소개한 학부교육 질 강화(QUE)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Henry(2006)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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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동일 학과 내에서도 고르지 못한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
다. 둘째,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다른 교육
현안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대학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의 질은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격 대학과 다양한 단기 과정의 전문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각 전공별 교육과정에서 교육의 질과 책무성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동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중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각 전공별로 학습
성과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본이 된 이론적 배경은 학부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
화이다. 프로젝트 연구진은 학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수 중심 패러다임
(Instructional Paradigm)에서 학습 중심 패러다임(Learning Paradigm)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수 중심 패러다임 하에서 교수는 단순히 수업 시간에 기존 강의
자료와 교재만을 다루고, 여러 전공과목이 일련의 체계와 지침 없이 개별적으로 제공되
며, 이렇게 쌓인 학점으로 학위를 받게 된다. 반면, 학습 중심 패러다임은 학습의 결과
물, 학습 성과 기준, 학생 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학
습 과정이란 체계적인 각 전공과목에서 학생들이 배운 학습 경험이 쌓인 결과물이며 학
위의 가치는 학생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와 동일시
된다.
다음의 이론적 배경은 대학 교수의 역량에 관한 논의이다. 전통적으로, 대학 교수의
역량은 교수 능력보다는 연구 실적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예를 들어, 교수 능력보다
는 논문 발표 수에 따라 승진과 종신직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프로젝
트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연구시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강의력과 학생 지도 능력을 어
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이와 같이 연구와 강의 두 가지 모두 충실한
대학교육을 만들고, 교육과정의 결과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성과 기준 기반 교육 (Standards-based education)이다. Boyer (1990)와
Shulman (2000)은 대학 교수직은 학문적 연구와 교육자로서의 두 가지 전문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두 가지 역할은 절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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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습 성과 기준의 시초는 K-12 교육과정에 있다. QUE 프로젝트 출범
당시, 학계에서는 K-12에서 사용하던 성과 기준, 학습 목표 제시를 고등교육으로 확대
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QUE 프로젝트 당사자들은 K-12 교육에
서 확립된 성과 기준이 고등교육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당하다는 의
견을 피력하였다. K-12와 대학교육, 대학 입학에서 대학 졸업까지의 탄탄한 교육과정
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대학 교육의 성과 기준 마련은 필요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QUE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
수진에게 교과 과정 혁신과 학부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교수능력
개발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어떤 대학에서 공부하는가에 관계없이 동일
한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지식과 스킬에 대한 학습성과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 학위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교육역량과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 대학29)의 동일 전공 교수진은 서로 토의와 협의 과정을 거
쳐서 공통의 학습성과 기준을 마련한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써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
는데 그 이유는 학습 목표, 성과 기준, 평가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교수는 그 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교수법과 교육과정, 학습 목표 및 성과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맥락에서, QUE는 교수 능력 개발에
가장 주안점을 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대학별 동일 학과, 학부에서는 모든 학생과 시간제･전임제 교수, 교직원, 정
책 입안자에게 각 학과의 학습 목표와 성과 기준을 명시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이와 같
은 공개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육의 질과 책무성이 보장되고, 대학 학위의 가치도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성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생 평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
29) QUE 협력 대학: QUE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QUE 집행부는 해당 주에 위치한 2년제 미국
지역 대학 (community college)와 4년제 주립 대학을 서로 연계시켜서 협력 대학 시스템을 조성하고,
협력 대학별로 성과 기준을 함께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지역 대학에 상대
적으로 많이 분포한 저소득층 혹은 소수계층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지역
사회 대학과 4년제 대학과의 고등 교육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구체적인 협력
대학은 Appendix A에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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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뚜렷한 학습 성과 기준이 확립되어야만, 학생 평가의 기준도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학습 성과 기준 마련과 이를 토대로 한 정확한 평가 기준 확립은 학생 평가
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

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가) QUE 학습성과 기준의 주요 개념
QUE는 대학교육의 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과
교육 과정 이수 후에 기대되는 실제적인 성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
다. 학습 성과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용 기준과 수행 기준이다.

① 내용 기준 (Content Standards)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기술한
진술문이다.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사실, 개념, 원리)와 세부 능력 (과정, 전
략, 방법)등이 주로 “･･･을 알아야 하며, ~를 할 수 있다”의 형식으로 진술된다.

② 수행 기준 (Performance Standards)
내용 기준에서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우며 이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 진술과 예시이다. 수행 기준은 실제 학생을 평가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된다.
평가의 기준도 정기 시험 성적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타 수행 평가 등
을 누적하여 평가한 종합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수행 기준을 통해 엄격하고 공
정하게 학생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③ 벤치마킹 (Benchmarking)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학습성과 기준인 내용 기준과 성과 기준을 주요 분기별로 지
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대학 2년 재학 후~
대학 졸업 무렵 등으로 시기를 세분화해서 주기적으로 내용기준과 수행기준을 얼마나
잘 이수했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대학은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얼
마나 달성했으며,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연마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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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트폴리오 (Portfolio)
일정한 틀과 범주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특정 기간에 걸쳐 만들어낸 학습 성과물의 모
음집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단 한 번의 일회성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맡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수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를 중요시하는 QUE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⑤ 평가규정표 (Rubric)
대학별, 학과별 일관된 학습 성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공통된
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동일 학과의 동일 학습 목표에 맞춰 학습한 학생들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고 학점을 받는다면, 대학 학위에 대한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QUE프로젝트 참가 대학 중 역사학과에서 제시한 평가기준표의 예시이다.

〈표 Ⅴ-3〉QUE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역사학과 평가규정표 사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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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분석
명확한 주제
뛰어난 서론, 본론, 결론 전개
설득력 있는 주장 전개
높은 독창성
이론, 연대, 역사문헌 활용

증거 제시

최상

-

우수

- 강력한 주제
- 참고문헌의 효율적인 활용
- 일관성 있는 서론, 본론 및 결론 - 적절한 인용
전개
- 명확한 분석
- 합리적인 주장 전개
- 독창성
- 정황 및 배경 포함했음

보통

-

명료한 주제
서론, 본론, 및 결론 있음
약간의 독창성
정황 및 배경 설명 시도

- 참고문헌의 뛰어난 활용
- 정교한 인용
- 정교한 추론

- 참고문헌의 적절한 활용
- 제한된 인용
- 제한된 분석

표현력
-

매끄러운 연결어 사용
숙달된 언어 구사
문법 오류 없음
철자, 맞춤법의 정확성
적절한 인용법

-

자연스러운 연결어 사용
적절한 어휘 선택
문법 오류 거의 없음
적절한 인용법

- 부자연스러운 연결어 사용
- 완벽하지 않은 어휘 선택
- 문법적 오류 및 다른 기타
오류 있음
- 부적절한 인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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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장 및 분석

부적합 -

미달

-

증거 제시

단순한 주제
- 참고문헌의 부적절한 활용
서론, 본론, 결론 중 일부 누락 - 부적절한 인용
주장 전개 결여
- 참고문헌의 분석이 약함
독창성 결여
이론, 연대, 역사문헌 부재
주제 없음
서론, 본론, 결론 없음
주장 전개 결여
독창성 결여
정황 및 배경 설명 없음

표현력
- 연결어 부재
- 어색한 어휘 선택
- 문법 및 기타 오류 있음
-인용구 부족

- 연결어
- 참고문헌의 잘못된 활용
- 어색한
- 잘못된 인용
- 잘못된
- 참고문헌에 대한 분석 없음
- 다수의
- 인용구

부재
어휘 선택
문법 활용
오류 발견
없음

* 출처: Henry, R. (2006). Faculty Development for Student Achievement: The QUE Project.

나) QUE 추진 과정
① 1단계: 전공 관련 각 분야의 학습 목표(learning outcomes)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내용 기준과 학습 결과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기술한 수행 기준이 포함된다.

② 2단계: 전공의 각 수업(course-level)에서 학생들이 성과 기준을 얼마나 달성했
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학습 목표를 개발한다.

③ 3단계: 전공 전체의 교육과정(curriculum-level)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과 평가방법
을 개발한다.

다) 학과별 학습 성과 기준 제시 실제 사례(영어학)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영어학과 공통의 성과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해 대학의 학
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형식상에 그칠 뿐 실제 활용도는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
었다. 하지만, 영어학과 QUE 프로젝트는 영어학 교육과정의 성과 기준을 설계하고 평
가 기준을 구축하는 일이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고 교육적 가치가 있을 거라는 판단과
합의하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성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기준 마련은 결과적으로 교수능력
제고에 효과적이었다. 다음은 해당 학과의 교수진이 모여서 기술한 영어과 성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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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과기준>
졸업 후, 영어과 전공 학생은 다음의 능력을 성취할 수 있다.

▷ 해당 과에서 습득한 의사소통능력과 조직화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학계 혹은 전문 직종에 진출하고 나아가서 사회 발전과 개인의 만족에도 공헌할
수 있다.

▷ 반성적(Reflective)인 평생 학습자가 된다.
▷ 허구 문학의 내면적 매력을 감상하고, 실제로 문학 작품을 써 보는 경험을 한다.
▷ 문맥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문맥 외의 문화적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
고 적용할 수 있다.

▷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석 중에서, 비판적 안목을 통해 현명하고 올바른 선
택을 할 수 있다.

▷ 초보 학습자에서 전문가적인 학습자로 발전한다.
▷ 다양한 생각과 지식들을 서로 연계 시킬 수 있다.
▷ 문화를 통해 배우는 동시에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식 측면의 목표 >
졸업 후, 영어과 전공 학생은 전공 분야 안에서 보다 폭 넓고 깊은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 비판력: 주요 학파와 역사
▷ 문학: 문학의 장르와 역사
▷ 수사학과 글쓰기: 문체, 장르, 역사
▷ 언어와 언어학: 구조의 이해, 언어의 유기적 성격과 사회적 함축 의미 이해하기

<능력 기준 >
졸업 후, 영어과 전공 학생은 읽기 및 쓰기에 대해 다음의 도구적 지식을 갖출 수 있
어야 한다.

▷ 작품 속의 은유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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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적인 담화를 유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와 형식, 서로 다른 시
기별, 장르별 특징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 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의 배경, 구조, 의미, 함축, 연관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강독
할 수 있다.

▷ 특정 문맥, 관심사, 전문 용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술 작품을 강독할 수 있다.
▷ 쓰기 자료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의미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 특정
해석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 텍스트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 세부 전공의 역사, 이론, 방법론 등의 특정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문학, 수사학, 언어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 다양한 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통합해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 스피치와 쓰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 사회적, 학문적, 전문적 상황에서의 언어적 쓰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 청중, 목적, 상황에 맞게 설명, 논증, 상상, 학문, 비즈니스, 문학 등의 다양한 형
식의 글을 쓸 수 있다.

▷ 영어의 문법, 구문 패턴을 이해하고, 글쓰기와 수정 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위의 학습 성과 기준과 함께 영어과 프로젝트 참가 대학에서는 해당 전공의 프로그램
이 기초 수준에서 고급 수준까지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보다 체
계적이고 일관성을 갖도록 각 코스의 수준을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어과 자체적으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 중 ‘비판적 읽기와 쓰기’ 에 대한
평가 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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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QUE 프로젝트의 영어과 평가기준의 예시
학습 목표 1

평가 전략

비판적 읽기와 쓰기
1. 비판적인 읽기를 통해 각 단어 1. 학기별 제출한 학생의 포트폴
들이 글 속에서 발휘하는 역할
리오, 학생 인터뷰 활용
과 힘을 이해할 수 있다.
2. 학생 인터뷰에서 낼 질문들은
2. 명확하면서도 품위 있는 말하
코스별 평가방식에 대한 교수
기 및 쓰기 능력을 기른다.
들의 기대수준과 토론을 통해
3. 지적인 추론과 설득력 있는 토
종합해서 결정된다.
론 능력을 기른다.

시간
2005년 가을학기부터 1단계 평가
를 시작해서 2007년에 완성한다.
종합 평가는 2009년 봄 학기에
완성한다.

* 출처: Henry, R. (2006). Faculty Development for Student Achievement: The QUE Project.

3) 운영 조직, 재정 집행
QUE프로젝트는 미국의 주요 교육지원 재단인 퓨 재단(Pew Charitable Trusts)과 엑
슨 모빌 재단 (Exxon Mobil Foundation)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 지원을
받았고, 2004년 재정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참여 대학과 교수진은 계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구조이다. 중앙 지
도부에서는 1999년부터 자선단체와 엑슨 모빌 재단에서 기부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다른 지역 부서에서는 대학 간 교류 협정을 관리하고 2년제와 4년제 대학이 서로 연계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학습 결과와 다른 프로젝트 관련 결과물을 문서 작성하
도록 한다. 2년제~4년제 연계 대학별로 연간 32,000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4) 성과, 관리 및 평가
QUE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교육의 성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출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장과 학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이 해당 학과의 전체적인 학습 목표에 얼
마나 공헌을 하고 있으며 적합한지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교수진은 해당 학부
내에서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이 다른 과목과 일관성과 연계성을 갖도록 강의 설계를 할
수 있다. 셋째, 교수진은 학생에게 부여하는 각 과제별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
준표를 제시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은 각 강의와 단계별로 기대되는 학습 목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은 명시적인 학습 목표를 향해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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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대학별, 학과별, 프로그램별 학업 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의 가장 큰 의
의는 대학교육의 중심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에서 학생이 실제로 배워가는 것이 무엇이
냐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학습성과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학생들은 대학에서 무엇을
꼭 배워야 하는지 알게 되며, 교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하고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 한편, 고용자 입장에서는 과연 자신의 회사에 입사할 대학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인지함으로써 대학과 산업 현장 간의 시각차가 줄어들
게 된다. QUE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학문별 성과기준과 평가방식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측정한다면 대학 학위의 가치는 학계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고용주, 정책 입안자 사이에
서 그 가치를 공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관별, 대학별 프로그램
간에 공통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학제 간, 전공 간의 일관성, 구체성,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좀 더 유동적으로 학교 변경이나 전공 변경이 가능하며, 다른 학
교나 전공에서 습득한 학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업 성취 기준을 기반
으로 한 고등교육 시스템이 확립됨으로써 교육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명시적
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게 되고, 또한 학생 평가와 학점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와 평가
기준과 같은 정확하며 실제적인 평가 기준이 제공되므로 대학의 질 관리와 학위의 가치
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학 학위 기준 수립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기준이 높게 설정되며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폭 넓은 기관에서 인
정을 받는 것이라야만 한다.
QUE 프로젝트는 참가 대학들이 미국의 고등교육이 직면한 주요 사안에 대해 고민하
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QUE 프로젝트 참가자
들은 해결책과 결과물보다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토론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교수 능력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것에 큰 의의를 두었다. 프로
젝트 이후,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수혜자 집단인 교수진은 QUE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고 평가하고 있다( Henry, 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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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대학교육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영국 대학 사례는 전통적으로 영국 최고의 대학
이며, 현재에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의 하나로 손꼽히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
학교의 사례가 중심이 된다. 여기에 전통적 엘리트 대학의 보수성을 타파하고 대학교육
기회의 평등의 가치를 내걸고 탄생한 런던대학교와 2004년 빅토리아대학교(1851년 설
립)와 맨체스터공과대학(1824년 설립)이 통합되어 현재는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
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맨체스터 대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2010년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대학 순위(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10위권 내에 영국 대학은 옥스퍼드, 캐임브리지 대학이 속한다. 2011년
3월,《타임즈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은 최초의 “세계평판랭킹”을 내놓았
다. 이 중 20위권에 옥스퍼드. 캐임브리지, 런던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맨체스터대학교
는 2006년에 대학순위 타임지 랭킹 40위권을 기록했다가 2008년에 29위로 올라섰다
(2011년 48위). 특히 이 대학은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등교육 기관 중에서
도 지금까지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온 대학 전통의 우수한 교육의 질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교수-학습 부문에 대한 대학의 투자와 노력이 매우 앞서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가. 옥스포드 대학교
1)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셔 주 옥스퍼드에 자리한 대학교이다. 1096년부터 교육을 시
작했으며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기도 하다. 하버드 대학교와 함께 세계 최고
의 명문대학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수많은 세계적인 인재들을 배출하였으며, 수백
년 동안 이어 온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최근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 <표 Ⅴ-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Oxford University Facts & Figur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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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현황

학
생
및
교
육
현
황

∙ 옥스퍼드 대학에는 2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은 11,723명(55.69%)의 학부생, 9,327
명(44.31%)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다.
∙ 중도 포기율(drop-out rates)이 영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8.6%인데 비하여
옥스퍼드의 중도 포기율은 1.1%로 나타났다.
∙ National Student Survey 2010에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93%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1%을 상회하며 전체 영국 대학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 학부의 전공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인문 및 사회과학계열이 53%, 의학, 수학, 자연 및 생활
과학계열이 44%를 차지한다. 나머지 3%는 계속교육에서 제공되는 학부수준의 교육과정에 참여
하고 있다.
∙ 대학원의 전공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인문 및 사회과학계열이 55%, 의학, 수학, 자연 및 생
활과학계열이 39%를 차지한다. 나머지 6%는 계속교육에서 제공되는 대학원수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졸업생의 93%가 졸업 후 6개월 내에 이후 교육과정에 진입하거나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구성

∙ 종합대학(university)은 38개의 자치대학(self-governing college)과 6개의 영구사저(permanent
private hall)로 구성된다.
∙ 종합대학 시스템(collegiate system)은 대학 성공의 원동력이며,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대학에
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취하는 동시에 소규모 및 간학문적 학문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국
제
화

∙ 교수진의 40%가 외국 출신이다. 이들의 출신 국가는 거의 100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 인도, 캐나다 등이 있다.
∙ 학생의 경우 1/3 이상, 약 8,000명가량이 외국 출신이다. 외국인 학생은 학부 과정의 경우 15%,
대학원 과정의 경우 61%을 차지한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 중국 및 홍콩, 독일, 캐나다, 인도,
호주, 이탈리아, 아일랜드, 프랑스, 그리스 등이 있다.

재정

∙ 2009/10학년도에 종합대학(university)의 총 수입은 3.3% 인상되었고, 총액은 ￡890,600,000
이었다.
∙ 2009/10학년도 대학(college)의 수입은 ￡289,900,000이었다.
∙ 종합대학의 가장 큰 수입원은 외부 대학 기금으로, 2009/10학년도 총 수입의 4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고등교육기금에서의 지원이 23%, 수업료가 15%, 투자 등을 통한 기타 수익이 21%를
차지한다.
∙ 옥스퍼드 대학은 영국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외부 연구 수입을 얻고 있다.
∙ 종합대학의 총 지출은 ￡884,400,000이었다.

대학
순위

∙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의 국제 대학 순위 조사 2011-2012에 따르며 옥스퍼드
대학은 영국 내 1위, 전체 4위를 차지했다. 교육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의학 및 건강 관련 분야
에서는 1위, 자연과학에서는 3위, 생활과학에서는 4위, 인문분야 및 공학기술 분야에서는 7위,
자연과학에서는 10위를 차지했다.
∙ 옥스퍼드 대학은 국제대학 순위 10위 내에 연속하여 이름을 올리고 있다.
∙ 2011년 6월, 연간 Times Good University Guide에서는 10년 연속으로 옥스퍼드를 영국의 가
장 좋은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같은 해 옥스퍼드 대학은 Guardian, The Independent, The
Sunday Times Good University Guide에서는 2위에 선정되었다.

출처: http://www.ox.ac.uk/about_the_university/facts_and_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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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 대학교는 현 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을 최고 수준의 학생과 교수를 유지하는
데 두고 있다. 이전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우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교
수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적 장벽과 학비보조를
통한 재정적 장벽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옥스퍼드 대학교 전략적
플랜: 2008~9 to 2012~13). 이런 상황에서 나온 옥스퍼드 대학교의 발전 전략에는 특
히 교수학습에 대한 이슈들이 잘 나타나있다. 이 자료에서는 연구에 못지않게 교육에 가
치를 부여하는 대학분위기 조성과, 학생교육과 상담에서의 교수자의 역할 강화, 학부생
교육을 위한 개별지도 체계(tutorial system) 유지, 교수들의 교과목 설계와 교수방법
개발하도록 장려, 학생들의 수업평가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 개발 등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들이 핵심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Ⅴ-6>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전략적 플랜(2008~2009부터 2012~2013)

목표

1) 국제적인 학문연구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상 강화
2) 학부와 대학원을 위한 탁월한 교육제공(학생과 저명 학자들과의 긴밀한 접촉, 학부와
department 공동체적운영 강화)
3) 최고의 국제적 역량을 갖춘 교수진을 유치, 개발, 보유,
4) 국내･국제적으로 최고의 학생들을 유치
5) 대학의 지역, 국가 및 국제적 기여의 강화
6)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우수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

교수 및
학습 전략

1)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선임 교수들에 의한 학생 티칭과 상담 및 연구와 교육의 결합
2) 최고의 학생들을 유치
3) 대학원생과 박사 후 과정 연구자들을 아카데믹 도제로 훈련
4) 학부생 교육을 위한 개별지도 체계(tutorial system) 유지
5) 유럽 교육통합 과정인 볼로냐 프로세스(Bolona Process)에 관여
6) 단과대학 간, 학문분야 간, 교수 간의 소통의 장 확대
7) 교육에 우선 순위를 두는 대학의 분위기 장려
8) 학제 간 교육 강화와 교육과정 질 강화
9) 교육의 적절한 전달을 위한 과목 디자인, 교수법, 평가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
10)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강화
11)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는 절차 및 제도 강화

출처: http://www.admin.ox.ac.uk/media/global/wwwadminoxacuk/localsites/planningandresourceallocation/
documents/planningcycle/strategicpl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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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가)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 체제 확립: 튜토리얼 시스템
대학특성화의 모범사례로 세계최고의 교육 중심대학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옥
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의 대학들이 연구 중심대학을 지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학은 대형 강의와 튜토리얼(학부생 한~두 명이 대
학원생 튜터를 배정받아 대형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개인지
도식 수업)로 이분된 교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 중심의 학부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
다(조영하. 2007; 47).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튜토리얼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지원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생들의 학업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함으로써 미국 대학이나
유럽의 다른 대학에 비하여 옥스퍼드 대학의 낙제율을 현저히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튜토리얼(tutorial)은 옥스퍼드 학부 교수학습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
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튜터(tutor)와 1:1
혹은 2:1의 미팅을 꾸준히 진행하게 된다. 튜토리얼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요
구와 학업적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학생 한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으
로 끌어 올리고, 학업 곤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표 Ⅴ-7>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튜토리얼 시스템
옥스퍼드 대학교
Fresher’s
Committee

∙ 각 신입생에게 “parent”와 sibling을 정해서 family를 만들어 줌
대학생활 적응
∙ 적어도 dad 혹은 mom 둘 중 한 사람이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학
지원
생이 되도록 조정함.

pastoral tutor

∙ 학생들의 physical/mental health를 관리

Tutorial System
학습지원
Collection
(college +
examinations)

∙ 학업 지원을 통한 학업 곤란 예방
∙ 교수 한 명이 학생들 1-3명과 함께 하는 수업으로, 주 중에 대학
단위에서 진행하는 강의와 tutorial에 참석하게 하여 학생의 학업
을 꼼꼼하게 관리함
∙ 학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학생과 학장(college president 혹은 vice president)에게 학생의
한 학기 학습 수행을 보고하고 학생의 학습 결과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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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Excellence in Preparing for Academic Practice)
프로그램을 통한 교수 직위별 교육전문성 신장
이 기관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대학원 수료 학생 및 신임 교수 대상 프로그램인 세미나이다. 이 프
로그램은 예비교수 대상 반나절 혹은 하루 정도의 세미나로 DLT(Developing Learning
and Teaching)는 옥스퍼드 대학 외부에서 가르치는 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개발
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Developing Academic Practice (DAP)로 신임교수나 기존
교수진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실용중심의 학습접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동료 교수진과 네트워킹을 구성, 학문 실천에 대해 의견 공유하는 형태이다. 세 번
째 유형은 Postgraduate Diploma in Learning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PG Dip LATHE)로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기술을 반성하고 발달시키거나 다른 교수법
을 배우기를 원하는 경험이 많은 교수자들을 위한 1년 장기 코스이다. 이과정은 대학 교
수자를 학문적 위치에 따라 개인별로 4단계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1단계는 교육경험
이 거의 없는 대학원생과 계약직 연구원을 위한 과정으로 교수방법과 학습법에 대한 개
론들이 다뤄진다. 2단계는 가르치기 시작한 대학원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단계1에
서보다는 더 실제적인 과정들이며, 약간의 교육경험을 요구하게 된다. 1, 2단계의 교육은
대학의 각 과와 학부에서 이뤄지고 Centre for Excellence in Preparing for Academic
Practice가 지원한다. 3단계는 교수들을 위한 과정으로 세미나로 진행되며, 실제적 교
육경험에 근거하여 개인적 경험을 나누고, 참가한 다른 교수와의 교육에 대한 토론, 교
육방법과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의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방법에
관한 자료들을 같이 읽고, 동료들의 수업을 관찰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4단계는 고등교
육에서 학습과 교수법을 위한 학위과정 (postgraduate diploma in learning an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30)으로 고등교육에서의 교육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
해 연구중심의 전문적 과정을 시간제로 운영한다. 교육내용과 교수이수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30) http://www.learning.ox.ac.uk/cetl.php?page=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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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영국 고등교육 교수학습 학위 과정의 교육내용과 평가
교육내용 및 평가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포트폴리오 심사)

교육내용
교수･학습 특성 개관

심사기준

심사 내용

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보조 강의 자료들, 재구
성된 독서 목록
① 학생들의 학습 향상
② 새롭게 시도한 강의, 수업, 개별지도 와 이러한
교수･학습과정 평가 ② 대학에서의 교육활동에 인
시도에 대한 평가
식 및 교육에 대한 동기 부
③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에 대한 토론
여 여부
교수법 개발과
④ 각 부서 교수위원회의 학생 피드백 시스템에
③ 교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대한 보고 및 시험･보고서에 대한 조사
인식
⑤ 새 교과목 개설 제안서
개인 연구
⑥ 신임 동료들의 교수법에 대한 조언
학습에 대한 이해

나. 캠브리지 대학교
1)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옥스퍼드대학교와 함께 영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유서를 자랑하는 대학교이다. 이
대학교의 기원은 1209년 옥스퍼드 시(市)에서 학자와 시민 간에 일어난 분쟁을 계기로
여러 학자들이 케임브리지로 이주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다. 1284
년 최초의 칼리지인 피터하우스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프랑스의 파리대학교와 옥스퍼
드대학교를 모방하여 대학 조직을 개편하다가, 1318년에 교황 요한 22세로부터 일반연
구소(studium generale)로 인가되었다. 캠브리지 대학의 수입, 지출, 전일제 학생 수,
졸업생 현황을 통해 이 대학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해볼 수 있는데 다음〈표 Ⅴ-9>~

〈표 Ⅴ-12>에서 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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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수입
(단위: 천파운드(£000s))

구분

2009/10

%

2008/09

재정기부 교부금

205,265

27.5

205,238

연구조성금 및 계약

267,697

35.8

260,204

등록금

102,083

13.7

91,740

기부금 및 투자수입

43,603

6.0

47,670

기타 운영수입

127,693

17.1

132,403

계

747,341

100.0

737,255

〈표 Ⅴ-10>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지출: 활동별
구분

2009/10

%

2008/09

학과

233,163

31.7

222,535

학문적 서비스

34,763

4.7

32,711

대학 지출

39,543

5.4

37,690

연구 비용

221,976

30.1

215,380

기타 활동

50,125

6.8

57,757

행정

76,446

10.4

78,410

부지

80,303

10.9

83,493

계

736,319

100.0

727,976

〈표 Ⅴ-11>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전일제 학생 수: 2009/1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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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UG

PGT

PGR

계

계(08/09)

인문계열

2,760

21

724

3,451

3,349

사회과학

2,849

966

1,381

5,196

4,906

자연과학

2,493

49

845

3,387

3,323

405

공학

1,581

생명과학

1,949

718

2,704

2,512

478

2,427

2,438

의학

503

기타
계속교육
(총합에서 제외)
계

21

326

852

810

268

289

266

329

11

340

342

12,102

1,464

4,740

18,306

17,604

영국 / EU 국가
그 외 국가

10,827

900

2,918

14,645

14,206

1,275

564

1,822

3,361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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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졸업생 현황
구분

2008/09

2009/10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취업

1,436

52.5

1,460

50.9

대학원 진학

1,059

38.7

1,100

38.3

구직 중

86

3.1

155

5.4

취업 불가

152

5.6

155

5.4

계

2,733

100.0

2,870

100.0

캠브리지 대학교는 2009~2012년 교수학습부분 발전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영국과 해외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과 소수자 학생들을 지원하며, 전략
적으로 중요한 학문, 과목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의 질과 학습기회를 높이
도록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덧붙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자기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소그룹대상의 교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학문적으로나 다양한 측면
의 활동을 통해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Cambridge University Learning and
Teaching Strategy, 2009~2012).
(http://www.admin.cam.ac.uk/offices/education/strategy/strategy.pdf)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가) 대학원생을 활용한 튜토리얼 시스템과 체계적인 튜터 훈련 시스템
옥스퍼드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캠브리지 대학교도 대학원생을 활용한 튜토리얼 시스
템을 잘 운영하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교는 2008년 이후 모든 대학원생들을 의무적으로
상담원(superviser)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생 상담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
여하고 있다. 이런 대학원생들의 교육과 상담을 위해서는 미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
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담의 기법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그리고
자신의 교육과 상담을 동영상 촬영을 통해 시니어 튜터(senior tutor)로부터 컨설팅 받
도록 하고 있다.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은 학과와 CPPD(Center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에 의해 협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원생 훈련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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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상담기법은 CPPD로부터, 학과의 학문영역별 내용은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 제
공한다. 학과의 교수들은 각 대학원생 훈련을 위해 학문영역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한다.

〈표 Ⅴ-13>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대학원생 튜터 훈련 시스템
캠브리지 대학교
교육과 상담 훈련

온라인

의무사항

학문 특성화된 상담 훈련

온라인/ hand-out 자료

의무사항

1:1 훈련

담당교수, 학과
대학원생 훈령에 대한 모니터링
(동영상 촬영 가능)

의무사항

1:1 컨설팅

CPPD/ 프로그램 담당자

비의무사항

출처: http://www.admin.cam.ac.uk/offices/education/local/coordination.html

(나) Learning Teaching Support(LTS)
LTS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특히 대학에서의 좋은 학습, 교수법 평가와
관련한 정책 공유를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첫째, ‘LTS Good
Practice Lunches’ 프로그램이다. 학습과 교수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역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으로 각각의 세미나와 토론은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주요 주제
들은 ‘The Role of the Quality Contact’, ‘Online Student feedback’, ‘Peer Review
of Teaching’, ‘Plagiarism’ 등 교수학습의 다양한 영역에 관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실제 프로그램 계획에서 평가까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교수활
동의 평준화를 꾀하고 있다.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 할 것, 프로그램 구
성하는 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결과),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교수 ･ 학습 방법), 배우고 가르친 내용은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평가 방
법), 보고서와 주제 등 과정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개관
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학문 영역의 특색에 따른 교
수법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각 직위별 교육프로그램과 업무 영역별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구성하여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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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원생, 예비교수자, 신임교수, 교수, 직원, 교육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과 연구
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각 직위와 업무에 따라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다) 교수공동체와 교육사례 Database운영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는 Education Section을 통해, 교수와 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과 실례를 제공하고 또 자신의 경험들과 정보들이 직접적으로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시
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 캠브리지공동체(CamCommunity) 웹사이트를 마련하여 온라
인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포럼은 아이디어, 자원, 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한 미
디어 제공을 위해 설계 되었다. 캠브리지공동체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습과 교수법에
있어 좋은 실천들(good practice)에 대한 모든 뉴스, 자원, 정보 등의 집합체이다. 이
사이트는 e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문서 은행’을 운영한다. 또 다른
접근은 교육방법 사례 Database로 ‘Database of ideas and examples’ (http://www.
admin.cam.ac.uk/offices/education/lts/examples/) 사이트의 운영이다. 이것은 첫
번째 캠브리지공동체 운동과 유사한 것으로 모든 교수자들이 자신의 교육노하우를 제
공하고 이를 심사하여 전체가 공유하는 사례로 만드는 것이다. 채택된 사례들은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사례별 교수법 자료에 수록된다.

다. 런던대학교(Univrsity College of London)
1)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는 1826년에 설립된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연
구 중심의 공립 종합대학교이다. 대학 명칭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혹은 머리글자를 따

‘UCL’이라고도 불린다. 영국 대학 처음으로 계급, 종교,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학문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다. 2009년 더 타임즈-QS 세계 대학평가에서 4위에 오른바 있으
며, 2011년 QS 단독 세계 대학평가에서도 4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1년 세계 대학 학
술 순위에 따르면 세계 20위, 더 타임즈지의 2010년 대학 평가에 따르면 세계 17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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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대학교는 역사적으로 학생들이 지역과 성별에 상관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한다는 대학교육 기회확대의 사명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온 대학
이다. 최근의 런던대학교 발전계획에 따르면(University of London, Strategic Plan
2009-2014) 런던대학교는 지속적인 학문적 수월성을 보장하고 이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학문적 연구와 통섭적 연구훈련, 단과대학간 융합 학위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또
한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 대학 측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
적인 서비스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학문화와 정신의 변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를 위해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 학생 소비자 중심의 대학문화와 교육프로그램의 발전과
함께 대학 구성원의 전문성 발전을 위한 높은 수준의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이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가) 교육과 정보 지원부(The Education & Information Support Division)
런던대학에서는 EISD가 대학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데 EISD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 웹서비스,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모든 대학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
한다. 교수학습센터의 기능은 주로 교육전문성개발부(EPD: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가 담당하는데 EPD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과 관련한 연구
업무로 대학교육전반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대학교수들을 위한 각종 교육과 세미
나 개최, 각종 출판물 간행 등의 일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교수와 직원 훈련으로 평생
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 교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둘째,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Academic Communication’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해 extra-curriculum상에서 제공되는 학습 훈련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필요한 쓰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 제공된다.

(나) CALT(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Learning and Teaching)
이 프로그램은 런던대학교의 예비 교수자 및 연구자에서 시작하여 전체 교수자를 위
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대학들은 이미 교수가 된 사람이외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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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교수가 될 예비 교수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런던대학교는 특히 이
들을 위해 장･단기 코스를 마련하고 해당되는 프로그램과 지원을 대별해서 제시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연구직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표 Ⅴ-14> 참고)을 제
공하고 있다.

〈표 Ⅴ-14> 영국 런던대학교 교직원을 위한 CALT 학문적 개발 프로그램 개요
Short Courses
(단기 코스)

프로그램 대상

의무적 요구사항:

MA Education in CALT

교수 학습을 위한 지원

의무적인 요구사항:

예비교수자 및
UCL에서의 연구 학생 관리 30학점 교과목:
예비연구자
에 관한 소개
- 고등 교육에서의 학습의 탐
(대학원생)
구 또는
- 성인 학습과 전문적 개발
CALT 교수-학습과 평가에 MA 교과목
관한 단기 코스 프로그램
- PG 자격증
- PG 자격 교육
모든
-티칭의 동료 관찰
- MA 교육
교수자
-개인적 튜터의 핸드북
-교수 학습 프로그램 지원 * 60학점까지 의무가 아님.
-Erasmus 훈련 기금 지원
연구 스태프 /
전문가적 삶 관리
연구 감독,
연구에 대한 감독 및 지원
관리자

- 학문적 개발 기금 지원
- CALT 프로그램 제공
- CALT의 교육에 대한
자문과 평가, 피드백
제공
- UK 전문가적 표준 프
레임워크에 대한 정보
및 교육제공

(다) 교수･학습 자격 과정(Certification in Learning & Teaching in Higher

Education)31)
런던대학교 교육전문성개발부(EPD: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에
의해 운영되는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격과정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신규 강사들의 교육전문성 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격과정은 우등학위 소지자나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자, 또는 런던대학교에서 학습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면 누구
나 참여가능하다.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3년 이상의 강의경력과 동일한 자격을
31) http://www.ucl.ac.uk/e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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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특히 강사로 채용된 사람은, 3년 이상의 강의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곳에
서 교수･학습 자격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자격과정에 등록하여야 한
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은 무료로 제공
된다.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격 과정의 목적은 첫째, 교육이수자의 가르치는 능력을 향상시
킨다. 둘째, 교육이수자의 학생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셋째, 교육이수자들의 그들의
교육활동에 대해 자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교육이수자의 폭넓은 학문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모듈 1: 학습에 대한 탐구(Exploring
Learning)와 모듈 2: 교육과정 개발(Developing the Curriculum)로 구성된다.
각 모듈은 강의와 workshop으로 구성되며, 각자의 교수활동에 대한 소규모의 프로젝
트를 진행하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로 평가된다. 각 모듈을 이수하는 데는 각 1년씩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자격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데는 2년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은 ① 대학에서의 학습의 본질 ② 지식, 연구, 교육과정 ③ 대학교육의 학문적
정체적 ④ 대학사회에서의 전문성 ⑤ 학위논문(2개의 모듈로 인정한다)의 5개 모듈로
구성된다. 위의 5가지 모듈 중 2개의 모듈을 이수하면 학술활동 자격증(Certification
in Academic Practice)을, 4개의 모듈을 이수하면 학사학위, 5개의 모듈을 이수하면 석
사학위 수여한다. 이 과정의 박사학위는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에 관한 자신의 연구주제
를 정하고 이에 대한 학위논문을 진행한다.
교수･학습 자격과정은 이런 내용을 통해 교수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전
문적인 교수활동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격과정의
일반적 기대 효과는 ①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자신들이 가르칠 분야의 강의설계를
한다. ② 적용한 교수법의 장단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③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교
육, 평가 및 강의 설계 등에 적용한 것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에 대해 평가, 분석하도록 한다. ④ 학생 평가와 학생을 위한 지원활동을 통해 학생 개
개인과 그들의 발전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 ⑤ 자신의 교수법과 교육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⑥ 변화하는
교육 환경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대응하게 한다. ⑦ 그들이 속한 부서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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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국의 교육 관련 정책이나 교육 절차 및 규칙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간다(UCL,
2001; 2002). 교육영역이 단순한 1회성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대학의 교수자
들이 교육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세부적 내용들을 모두 프로그램
에 담아서 제도화하고, 자격증화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라. 맨체스터대학교
1)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목적
2004년 10월, 영국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빅토리아대학교(1851년 설립)와 맨체스터
공과대학(1824년 설립)이 통합, 확장됨으로써 맨체스터 대학교가 탄생하였으며, 현재는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맨체스터대학교는 이로써 180여 년
에 걸친 최첨단을 향한 혁신과 도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그 연구의 전통은 맨
체스터의 심장을 여전히 흐르고 있다. 맨체스터대학교는 지금까지 23명의 노벨상 수상
자를 배출해 온 것 이상으로 자랑 거리가 많다. 원자력에너지 시대의 도래는 맨체스터대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맨체스터 대학은 현재 4천여 명의 교수를 포함하여 1만2천여 명의 교직원이 3만여 명
의 학부생과 4천여 명의 대학원생을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 7천명 이
상이 외국학생이다. Alan Gilbert 총장은 “우리의 목표는 이 대학을 세계 25위안에 드
는 영국최고의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Oxbridge(옥스퍼드와 캠브리지)나 미국
의 Ivy League를 모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계 제일의 인재
및 연구 성과들을 내 놓을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맨체스터대학교는 2006년에 대학순위 타임지 랭킹 40위권을 기록했다가 2008년에
29위로 올라섰다. 특히 이 대학은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등교육 기관 중
에서도 지금까지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온 대학 전통의 우수한 교육의 질을 더욱 제고
하기 위해 교수-학습 부문에 대한 대학의 투자와 노력이 매우 앞서있다고 평가받고 있
다. 이 대학은 특히 이러닝을 대학의 교수-학습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정착시
킨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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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의 발전전략은 대학비전2015(Toward Manchester 2015)에서는 대학발전을
위해 교수학습의 수월성 확보와 전체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시스템의 강화와 학생, 교수
들의 참여확대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서 이러닝 전략
(eLearning Strategy 2007~2009)을 수립하고 있다.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교수-학습 부문의 발전과 질 관리를 책임지는 조직은 이 대학의
3명의 부총장 가운데 교수-학습 부문을 전담하는 교수-학습 담당 부총장(Vice
President for Teaching and Learning)과 행정 조직으로서 교수-학습지원센터(TLSO: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Office)가 있다. 이들이 이 대학의 최고의 교수-학습
체제를 선도하고 있다.

(가) 이러닝 전략(eLearning Strategy 2007~2009)을 통한 학습지원과 학습에
대한 피드백의 확대
이 대학비전 2015에서 제시한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
로서 ｢이러닝 전략(eLearning Strategy 2007~2009)｣을 수립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
용은 다음〈표 Ⅴ-15>에서 볼 수 있다.

〈표 Ⅴ-15>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이러닝 전략(eLearning Strategy 2007~200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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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력 학습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이러닝 제공

2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력 학습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이러닝 제공

3

면대면 상호작용을 보완하고 유연한 학습과 다양한 학습유형을 지원하는 통합 이러닝 모델 구축

4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테크놀로지의 활용추구

5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적 커뮤니티의 확산 촉진

6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크놀로지의 활용 추구

7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학습과 평가 체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촉진하는 테
크놀로지 활용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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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대학교는 현재 모든 교과목 운영에 이러닝을 통합하여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단과대학별로
교수들 활용현황을 학기별로 모니터링하여 활용현황이 저조한 경우 단과대학에의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행 차원의 이러닝 제도는 대
학발전전략 차원에서부터 기조가 형성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 대학은 이러닝을 교수학습
문화의 핵심요소(key element)로 정의하고 대학의 발전전략에서 대학비전2015(Toward
Manchester 2015)의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로서 ｢이러
닝 전략(eLearning Strategy 2007~2009)｣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닝 전략｣은 초기에
는 블렌디드 학습 경험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현재 이러닝을 활용한 학습지
원과 교수학생간의 학습에 대한 피드백의 확대를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나) 강의 중심 교수 우대 정책
맨체스터 대학교가 ‘교육’을 강화하는 또 다른 혁신적인 정책은 바로 강의중심 교수의
임용이다. 대체로 연구 중심 대학에서 강의 중심 교수는 비중 있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인데, 맨체스터 대학교에서는 모든 연구중심 교수들이 노벨상 수상자만큼
의 연구력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강한 교수들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필
요한 것이 바로 강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교수들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이 뛰어난 연구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연구에 매달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는 교수들에게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키
워줄 수 있는 유능한 강의력을 갖춘 교수들의 비중을 적극 확대하고자 한다. 그 출발점
으로 우선 연구실적에 더하여 강의 능력을 비중 있게 보는 강의중심 교수의 채용을 들
고 있다. 우선적으로 10명의 정년트랙 강의중심 교수를 채용했는데, 연구중심 교수들도
테뉴어 심사를 받을 때 강의 실적을 연구 실적의 일부로 대신해서 평가를 신청할 수 있
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즉, 테뉴어 심사 때 강의트랙(Teaching Professor)과 연구트랙
(Research Professor)을 교수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의트랙과 연구트랙을 동
등하게 대우하고 동일한 테뉴어를 보장함으로써 강의를 중시하겠다는 대학 차원의 의지
를 강력하게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도입은 강의교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학 차원에서의 교수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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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평가, 동료평가 등의 강의에 대한 다면평가를 활용한 질 개선
대학 교육의 질은 강의의 질과 직결된다. 맨체스터대학교에서는 교수자의 강의의 질
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료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 학생들의
피드백으로서의 강의평가, 그리고 학과 단위에서의 우수강의 추천 방식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동
료평가는 동료 교수들이 자신의 강의에 참관하여 리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교수들이
동료들의 참관에 앞서 자신의 강의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유
용한 제도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강의평가는 학기말뿐만 아니라 학기 초, 학기 중간에
도 이루어져서 교수들이 학기 도중에라도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강의 방식을 수
정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라) 교수학습지원센터(TLSO)를 통한 교육지원
TLSO(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Office)는 교수학습의 수월성과 학생들의 역
량 향상을 위한 대학차원의 발전전략을 실행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교수학습
담당 부총장과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교수학습 체제의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이
의 실행을 위하여 네 개 단과대학별로 하위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인원은 50여명
에 이른다. 본부 조직으로서의 TLSO의 조직구성은 센터장 1인, 전략기획담당 1인, 교수
학습 담당 3인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수학습 담당 중에 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담
당자와 그 아래에 총 7명의 일원들이 질 관리 정책, 인증, 교수학습지원의 기능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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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가. 호주 국립대학교(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Quality Assurance and Enhancement
1)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호주국립대학교(ANU)는 호주의 대표적은 8개 연구중심대학(Group of 8)중 최고 대
학에 해당한다. 호주 최고의 연구중심대학답게 교수당 학생 수 비율을 최저 수준을 유지
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과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기관은 물론 전 세계
연구기관, 기업들과 연계되어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호주대학 중에서 유일
하게 세계연구중심대학동맹(International Alliance of Research Universities) 멤버로
Cambridge, Oxford, Berkeley, Yale, ETH Zurich, Copenhage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eking and Tokyo 등 세계 유수 대학들과 교류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대학교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NASA, UN과도 공동으
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이다.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는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질적 수준
이 높은 교육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강의실 안과 밖에서 겪게 되는 총
체적인 대학생활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ANU의 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안 검토 및 개선, 둘째, 학생들의 교육
성과(Educational outcomes)의 질 평가 및 평가 기준(Standard)의 타당화, 셋째, 학생
들의 대학생활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 전략 개발 등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 하에 학생들
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ANU의 전략은 다름 〈표 Ⅴ-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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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호주 ANU의 대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틀(The ANU Student Enrichment Framework)
정책 개발 및 개선
(Policy Renewal and
Development)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Curriculum Enrichment and
Program Improvement)

◦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
생활
정책 프로젝트
- academic honesty
- 학생 행동 지침
- 설문조사 및 피드백
정책
- 선행학습의 인정
- 포괄적인 교육과정
- 평가(Assessment)

◦ 교육과정(Course)과 프로그램
- 코스의 개요 및 학습 성과 프로젝트
- The Masters Framework
- 학부 교육과정에 혁신
(Major/minor)
- 벤치마킹
- 졸업생의 자질
- 새로운 학습 경영 시스템
◦ 학습역량 강화 / 학생 이동
-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들과의 연합
- 학생 교류
- 학제적(cross discipline) 코스 개설
- Summer Scholars
◦ 질 높은 수업을 위한 교수 지원
-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금
- 질 높은 수업에 대한 시상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
(Community Building and Support)
◦ 기본 지원 : 상담 및 보건
- 학습전략센터(Academic Skill
Center)
- 대학생연구지원센터(Research
Students Development Center)
- 국제처(International Office)
/학생이동
- 학습 및 정보공유 지원(Learning /
Information Commons)
◦ 기숙사
- New Department of Residential
and Campus Community
- The Norn Residential Hall
◦ 토착민과 패시피커(Pacifika) 지원
정책
- ANU 경험 정책 : 인턴십, Students
work, 유학생지원
- 학생 역량 강화 정책 : 리더십 코스,
학습공동체, 학부생 연구 참여, 학생
연수
◦ 동료 멘토링/튜터링과 Ambassadors
scheme

자료: ANU 내부자료.

2)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ANU에서는 교육성과의 질 평가와 평가기준(standard)은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야 하
며 국제무대에서의 통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사
례들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의 틀을 재구성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해
외 유관기관 및 해외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타당화 작업을 수행 하
고 있다.
국내･외적인 검토를 통해 질 관리의 틀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여 ANU에서는 별도의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즉, 벤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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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대학생 설문조사(Student Survey), 졸업생 설문조사(Graduate Survey) 등이 대표
적이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료평가(Peer Evaluation) : 벤치마킹(Benchmarking)
단과대학이나 학과들은 국내･외 우수한 기관들 중에 가장 적절한 벤치마킹 상대를 찾
을 수 있다. 벤치마킹의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경쟁 대학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험문제(Common exam question)
∙ 테스트를 통해 얻은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수준
∙ 경쟁 대학의 학생들이 작성한 시험 답안(Student script)
∙ 외부 검사관 또는 채점관 시스템(External reviewer/examiner system) 운영
ANU에서는 벤치마킹 항목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2010년에 pilot 조사를 실시했으
며 지금은 보완 중에 있다.

(나) 학생의 인식(Student’s Perception)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생활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생 설문조사(Student
Survey)와 졸업생 설문조사(Graduate Survey)를 활용한다. 대학생 설문조사(Student
Survey)를 위해 2010년 학생들의 피드백 조사를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시
스템(internal instrument)을 도입하였다. 각 단과대학(college)들은 교수-학습 우수사
례, 교수 및 학습 결과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대학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된다.
대학 자체에서 운영하는 조사(internal instrument)와 함께 ANU는 국가수준에서 실
시하는 다양한 설문조사(external instrument)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입생
설문조사(FYE : the First Year Experience Survey), 호주 대학의 학생 참여에 관한
조사(AUSSE : the Australian University Survey of Students Engagement), 국제
학생지표(ISB : the International Student Barometer), 대학교육과정에 관한 설문조
사(CEQ : 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 졸업생 설문조사(GDS : the Graduate
Destination Survey) 등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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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3개원 이내에 실시되는 GDS와 함께, ANU에서는 졸업 후 5년과 10년이 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졸업생 설문조사(Graduate Survey)도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GDS
의 설문문항과 유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ANU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다) 피드백과 데이터에 실행 : College Action
설문조사결과는 각 단과대학에 제공되며 단과대학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Quality and Standards sub-committee를
통해 University Education Committee에 제출된다. 한편 ANU는 조사위원회(Survey
Committee)를 구성하여 ANU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러 조사도구들을 평가･검토하고 있
으며, 타 대학과의 포럼이나 협의회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한다.

(라) 기대수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 : 졸업생의 역량(Graduate Capability)
졸업생들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review)하기 위해서 또는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
들의 학습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assessment)를 위해 단과대학들은 기대하는 역량을
정확히 기술한다.

(마) 감독 : 교육의 질 위원회(Education Quality Committee)
2010년 Quality and Standard Committee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ANU의 교육
의 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질 제고를 위한 각종 전략들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고 있
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본 위원회는 Quality and Standard 부문에 있어 정부정책
(AUQA 와 TEQSA 등)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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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Melbourne Model
1)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목적
Melbourne 대학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대학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Growing Esteem Strategic Plan｣을 수립하였다. 본 개혁안은 교수･학습
및 연구, 지식 이전 등에서 호주의 모든 고등교육을 대표해 가장 선도적인 혁신안으로
구성하고자 Melbourne 대학의 발전방안이다.

｢Growing Esteem Strategic Plan｣의 핵심은 교육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담은
‘Melbourne Model’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학부생과 학부 이후의 과정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Melbourne Experience’를 대학원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심화학습은 물
론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Melbourne Model’은 볼로냐 프로세스는 물론 Melbourne 대학이 직면한 지역적 환
경적 제한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호주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빠
르게 확대되는 고등교육의 성장, 물리적인 캠퍼스 확대의 제한, 정부 재정지원의 축소,
고등교육 수요자 및 학생 구성의 국제화, 대학원 교육에서 연구의 중요성 증대, 고등교
육 다양화를 지향하는 연방정부의 요구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Melbourne 대학은 세계
대학평가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호주의 3개 주요 대학 중 하나로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
하여 세계의 주요 연구중심대학들과 경쟁하여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자 한다.

‘Melbourne Model’은 이러한 Melbourne 대학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Melbourne Model의 주요 내용
Melbourne 대학은 ‘Melbourne Model’의 취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을 개편하고 그것이 교육활동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수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ttee)를 별도로 구성하여
2006년부터 개혁안을 준비하여 Academic Board의 승인을 받아 2008년부터 대학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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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96개의 학부 학위 과정을 6개의 새로운 과정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를 ‘New
Generation Degree’라 한다. New Generation에 따른 학부의 구성은 인문학(Bachelor
of Arts), 생명과학(Bachelor of Biomedicine), 무역(Bachelor of Commerce), 환경
(Bachelor of Environments), 음악(Bachelor of Music), 과학(Bachelor of Science)으
로 구성된다.

‘Melbourne Model’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과 관련
된 깊이 있는 학습과(depth component), 학제 간 교육 및 연구를 통해 폭넓은 학습
(breadth component)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깊이 있는 학습(depth component)을 위
해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문분야(disciplinary)에서 한 전공(major)을 선택한 후 최
소 200～250 point의 학점을 이수해야한다. 전공 이수는 교수-학습은 물론 연구 활동
을 통해 해당 학문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초점을 두며 이수
기한은 3년으로 한다. 한편, 폭넓은 학습(breadth component)을 위해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학위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다른 학문영역에 대한 이해를 갖
고 새로운 연구방법과 탐구, 그리고 다른 유형의 지식습득 과정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
다. 따라서 학기당(one-quater degree course)최소 75 point의 학점을 이수하는데 이
중 breadth component를 위한 학위과정 프로그램이 최대 35.7 point가 되도록 이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 후 직면하게 될 환
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함은 물론 전인적인 인
재를 배출하기 위한 Melbourne 대학의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호주의 대표적인 연구중
심 대학으로서 Melbourne대학은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도 주력하지만 예비 연구자
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학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부 교육과정에 연구 활동을 포
함시켜 학생들의 연구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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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호주‘Melbourne Model’의 교육과정 경로(Career Pathway)

‘Melbourne Model’에서는 전 대학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경력개발을 위한 경로가
될 수 있도록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각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입학에 필요한 조건(prerequisite) 및 진학에 필요한 요건(entry requirement)
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Melbourne Model’이 2008년부터 적용되었으므로 New
Generation Degree와 기존의 학위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경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
정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 Ⅴ-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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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호주 Melbourne 대학 졸업생에게 기대되는 성과
영역

기대되는 성과(Expected Attributes)

학문적 수월성
(Academically
Excellence)

∙
∙
∙
∙
∙

학문적 소양과 학자적 윤리
전공 학문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높은 수준의 글쓰기, 일반적인 연구 활동, 문제해결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학습에 있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매체 등의 능숙한 활용

학문간 이론
(Knowledgeable
Across Discipline)

∙
∙
∙
∙

다양한 학문 간 조사, 종합, 평가 실시 역량
다양한 전공에서의 학습경험을 통한 분석적 인지적 역량 확대
협동학습과 익숙지 않은 문제 해결 시 적극적 참여 자세
다양한 유형의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융통성과 유연성

학습자와 커뮤니티
(Learners in
Communities)

∙
∙
∙
∙

전문 직종은 물론 일반 직업세계에서의 추진력 및 건설적인 변화의 실행능력
상대에 대한 이해 여부와 상관없는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 및 의사결정 능력
미래 세대 학습자들에게의 멘토 역할 수행
커뮤니티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담론을 대하는 능력

문화적 다양성
(Attuned to
Cultural Diversity)

∙
∙
∙
∙

타 문화에 대한 존중
본인이 선택한 거주지와 직장이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토착민의 지식, 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글로벌 역량
(Active Global
Citizens)

∙ 사회적 시민적 책임의식 소유
∙ 환경의 지속가능성 개선에 대한지지 자세
∙ 그로벌 사회에서의 인권, 평등 및 윤리에 대한 이해

‘Melbourne Model’에서는 3년간 수학을 마친 학부 졸업생에게 기대되는 역량을 구체
적으로 명문화 하여 학부생 및 교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평가 시 기대성과에
대한 명문화와 대학 구성원 간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대학교육 성과의
질 관리를 실시한다. 졸업생이 성취해야할 역량은 모두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영역별
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운영 조직
Melbourne 대학은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처하기 대대적인 혁신안을 호주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Melbourne 대학은 ‘Melbourne Model’을 추진
하기 위해 교육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ttee)를 구성하였는데 이 위원회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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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혁신 보고서는 호주 고등교육 혁신의 랜드마크가 되는 문서로 자리 잡았다.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으로는 ‘Melbourne Model‘ 프로젝트의
책임자, 교무위원회(Academic Board)의 위원장, 학장, 교수, 학생 대표로 구성되며 외
부 자문위원회와 Research Higher Degree Committee의 자문을 받는다. 본 위원회에
서 준비한 개혁안은 Academic Board의 승인을 얻어 추진되며 최종적으로 Melbourne
대학 이사회(The University Melbourne Council)에 보고된다.
교육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ttee)는 교무위원회 기획 예산처와 함께 협의하
여 혁신안을 구성해나가며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공의 교수, 행정직원 및 외부 인사들과도
끊임없는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ttee)는
모두 3개 영역으로 나누어 혁신안을 구성했는데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Ⅴ-18> 호주 교육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ttee)의 영역별 추진 활동
영역

추진 활동(고려사항)

디자인
(Design Dimension)

∙
∙
∙
∙
∙
∙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유형별 수
각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교육 내용(core knowledge)
학생 집단(전공 및 특별활동 등)에 따른 학습경험 강화
필수(core) 전공과 선택(optional) 전공(subject)의 수
학부에서 대학원까지의 진학 경로
학부-석사-박사의 3-2-3 과정과 예외 되는 과정 개설(우등과정)
인문학, 과학, 및 테크놀로지 및 언어를 이수해야하는 학위 결정

시장 및 접근성
(Market/Access
Dimension)

∙
∙
∙
∙
∙
∙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프로필, 보조금 및 학비
Melbourne Model 추진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지원 확보
학부 및 대학원의 입학 및 선발기준 재조정
고등교육 접근 기회 확대와 학생 지원 메커니즘
인증을 위한 기본적인 충족요건 점검
교육과정 이수기간 단축을 위한 option 개발

∙
∙
교육
∙
(Delivery Dimension) ∙
∙
∙

교육활동, 인사, 시설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유학(해외연수)
등록금, 예산, 정부 보조금 등
혁신의 정착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
기존에 입학생 중 새로운 모델로 전환을 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학생들의 연구과정 진학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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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멜버른 대학에서 교수들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중 가
장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Graduate Certificate in University Teaching (GCUT)은 수업에 관한 전문성
과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자격연수 과정이다. 연수
과정은 연구과정과 이론 세미나로 구성되며 연수는 고등교육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진
다. 연수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와가 같이 이루어진다. 전체 코스는 파트타임으
로 구성되며, 4개 과목별 각각 12.5점을 1년에서 2년간 이수해야한다. 대체로 수업은 면
대면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1년 또는 2년 기간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모든 과정
을 마친 후 평가는 본인이 속한 학문영역의 특성과 수업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이
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3] 호주 GCUT의 option별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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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Melbourne Teaching Certificate(MTC)인데 이는 멜버른 대학 교수들의
강의역량(teaching responsibilities)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다. MTC
프로그램은 교수들을 비슷한 유형의 동료집단으로 구성하여 면대면 세미나 형식으로 진
행된다. 프로그램 중에는 간단한 지필평가와 동료평가, 수업 시연 등이 포함된다.
신임교수부터 원로교수까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간은
1~2학기(semester) 정도 소요된다. MTC는 아직 Graduate Certificate in University
Teaching (GCUT)를 이수하지 못했지만 체계적인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교수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MTC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수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 및 전략
∙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수업 경험을 갖고 있는 동료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음
∙ 특정 수업의 맥락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수업 시연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확인 및 매년 모니터링
이 제공됨

∙ 수업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한 전략 협의
∙ 멜버른 대학의 특정 수업환경을 파악하는 안목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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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대학 등이 실시하는 교육 개혁 중에서 우수한 사업(GP)을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매년 대학교육개혁의 현황을 널리 사회에 알리기 위한 합동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011년 1월 24일, 25일에는 합동 포럼에서 ‘대학교육의 질 보증’ 분
과회, ‘단기대학의 개혁을 위해서’ 분과회 사례 보고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가. 토호쿠대학
사업명: 학습의 전환을 추구하는 연구대학형 소수교육-기초세미나를 기점으로 한 대
학의 학습력 구축
국립대학인 토호쿠(東北)대학은 ‘학습의 전환을 추구하는 연구대학형 소수교육-기초
세미나를 기점으로 한 대학의 학습력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학사과정의 특색GP에 참여
하였다. 학생-교수-조교3인을 기본구조로 하여 소그룹 세미나를 기초로 하는 이 프로
젝트는 조교(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미나는 기초교양과목을 중심으로
하는데 2006년 성공적으로 평가된 세미나로는 인류와 미생물(의학과 실습), 환경과 화
학(화학과 실험), 자아찾기(동북아시아학과 조사), 백혈병과 류머티즘(대학병원 실습),
약 바로 알기(약학과 실험), 삶과 죽음의 경계 탐색(문학계열 야외학습), 25년 후의 식
생활(생명과학부 실습)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154개 과제에 총 2,550명이 참여하였
는데, 이 중 2,527명은 토호쿠대학의 1학년 신입생 전체이며, 23명은 타 학교의 학생이
었다. 참여한 교수 수는 200명으로, 전체학부에서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신입생
전체가 참여한 이 소그룹 세미나는 참여 학생들의 수업평가, 교수와 조교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시행하고, 평가개선위원회로부터 최종 평가를 받는다. 평가와 설문조사결과는 3년
간 5점 만점에 4.2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교수는 기
초세미나위원회가 관리하며 교원연수위원회에서는 보다 양질의 세미나를 위해 교수와
조교의 연수를 지원한다. 문부과학성과 대학기준협회는 토호쿠대학의 학습개선 프로그
램이 특히 문과계열과 이과계열 학생의 고른 교양발달에 기여하고, 대학초년생들이 학
문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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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코하마국립대학
요코하마(横浜)국립대학은 산업계의 요구(needs)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턴쉽 프
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인턴쉽을 통해 요코하마국립대학은 전문적 학식을 갖추
고 매일 새로운 기술의 발견을 추구하며 실천적 기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 대학의 인턴쉽 프로그램의 특징은 약 210시간 이상의 장기 파견형이라는 점
과, 부동산･건축 등과 같은 도시형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업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고 여러 기업을
거칠 수도 있어 초(超)기업형 인재로 교육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다. 게이오대학
선도적 IT 전문가 육성 추진 사업은 내용의 특성상 여러 대학과 기업이 연합하여 공
동연구단체(NPO)를 구성하는 형태를 띤다. 게이오(慶應義塾)대학 대학원 미디어정책연
구과, 와세다(早稲田)대학 이공학연구과, 츄오(中央)대학 대학원 이공학연구과, 정보시
큐리티(security)대학원대학 등은 NTT, 일본IBM, Mozilla Japan 등과 같은 기업들과
함께 하나의 산학 NPO를 결성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들 산학 NPO는 각 대학,
또는 각 전공별로 개별 프로젝트를 수직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과 대학의 개
별 프로젝트를 수평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하여 기업-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장의 요구에 맞는 교과내용을 개발하여 상호간 이익을 얻고 있다.

라. 치바대학
사업명: post 10, pre 10
치바(千葉)대학은 ‘post 10, pre 10’이라는 제목으로 교원GP사업에 참여하였다. post
과정은 중견교사의 교육을, pre과정은 초임교사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교사의 역할
을 초임-5년차-10년차-20년차로 분담하여 각 단계별로 기초능력 습득(초임), 아동의
이해(5년), 후배교사의 지도(10년), 경영마인드 확립(20년)에 초점을 두고 교사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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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도모하였다. 치바대학 교육학부는 2007년 2월 5일 교육학부 개혁플랜을 발표하
고, 석사과정교육 개혁안에서 기존의 16전공(개별교과교육전공 중심)을 3개 전공(교육
과정, 학교행정, 학교교육임상과정)으로 통합하였다. 치바대학의 교원GP 사업은 대상교
사의 만족도와 교수평가 부문에서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明石要一, 2007:
38-40, 133)

마. 히로시마대학
사업명 : 신세대 도달목표형 교육프로그램의 구축

1) 목적 및 배경
도달목표형 교육프로그램 Hiprospects®의 진화(신세대 도달목표형 교육프로그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 히로시마대학은 ‘확실한 미래가 보인다’라는 슬로건 하에
Hiprospects®을 도입했다. 현재 66개 주전공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이 졸업까지 익히는
능력을 도달목표로 제시하고 학생은 정기적으로 제시되는 도달정도를 보면서 목표로 향
해 나가는 ‘보이는’ 시스템이다. 나아가 본 GP에서는 Hiprospects®의 내용, 목표, 개선
시스템에 대한 어프로치로 더욱 확실한 미래를 약속한다.

2) 신세대 도달목표형 교육프로그램의 세 가지 중심 축
신세대 도달목표형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① harmonization PBL에 의한 문제발견･해결능력의 양성 : 1학년 교육에서 분야를
초월한 혼성그룹이 공통테마에 대해서 토론하는 PBL교육을 실시. 대학에서의 학
습과 동시에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문제발견･조정능력을 육성한다.

② 교양과 전공을 융합시킨 도달목표의 설정 : 각 프로그램에서 교양교육의 정의와
교양과 전공을 융합시킨 목표를 명시.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의 동기부여를 한다.

③ Systematic review 교육개선 시스템의 구축 : 학생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 설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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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도입. 기존의 평가 툴과 조합하여 다각적으로 systematic
한 교육개선 시스템을 구축했다.

바. 오사카시립대학
사업 명 : 4년 일관의 발표수업과 논문지도가 육성하는 학사력(学士力)

1) 추진배경 및 목적
문부과학성･일본학술진흥회가 2009년도에 모집한 대학교육･학생지원추진사업 [테마
A] 대학교육추진프로그램(대학의 교육의 질 보증 사업의 고도화)에 경제학부 사업계획
이 채택되었다. 이 대학교육추진프로그램은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에서 신청을 받
은 각 대학 등의 학사력 확보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사업 중에서 달성목표를 명확히 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널리 사회에 정보제공을 함과 동시에 중점적인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일본의 고등교육의 질 보증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개요
본 사업은 본 대학의 경제학부가 실시해온 2단계 사이클 연습 커리큘럼의 각 단계에
서 교육성과의 정확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보증함으로써 본 학부의 인재양성목표인
practical economist(PE)의 착실한 육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PE는 사회가 직면하는 과
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경제학의 소양을 살려 분석하며 해결의 방도를 타자와의
협동에 의해 복안적인 구성력으로 입안할 수 있는 인재를 지향한다. 그 육성의 도달점은
PE가 습득해야 할 여섯 가지 skill과 한 가지 ability(6S+1A)에 의하여 측정된다.
본 학부의 Curriculum Policy는 학점습득의 Gap제도와 GPA를 도입하여 기초에서
응용까지 단계적으로 경제학을 배우는 체계적 커리큘럼을 정비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
지 소수인원의 쌍방향 발표수업에 의한 4년 일관된 논문지도를 실시하여 PE를 육성하
는 것에 있다. 2008년도 입학생부터는 소수인원의 발표수업을 1, 2학년 기초사이클과
3, 4학년의 응용사이클로 재편성했다. 학생은 기초사이클에서 습득한 6S를 응용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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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전시켜 졸업논문을 통해 1A를 획득한다. 본 사업에서는 설문조사에 입각해 학생
과 학생, 학생과 실제사회 등의 다방향･다채널형에서의 폭 넓은 커뮤니케이션과 학문의
회로를 2010년도부터 신설함으로써 PE가 갖추어야 할 과제탐구능력과 복안적인 구상력
의 수준을 끌어 올리게 되었다.
본 사업에서는 또 각 학년의 발표수업에서 부과되는 논문과 졸업논문을 교원이 공정
하게 평가하기 위한 논문채점기준표를 2010년도부터 도입했다. 이것은 논문집필의 목표
와 지침으로써 널리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나아가 이 사업에 의한 인재양성(6S+1A)의
각 연도의 도달점을 측정하기 위해 PE지표를 도입했다. 이것은 각 연도 시작과 졸업 시
에 각 학생에게 제시된다. 이렇게 해서 본 학부의 Diploma Policy는 PE지표와 성적의
4년간 일관된 모니터링과 엄격한 졸업논문심사를 통해 졸업생의 학사로써의 질 보증을
지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졸업논문은 6가지 skill의 획득 위에서 꽃을 피우는 문제해
결 방도를 복안적으로 구상하는 ability가 요구되는 과제이며 PE로써의 최량의 자격증
명서가 된다. 본 학부는 전통적으로 졸업논문을 중시해 왔으며 6명의 익명의 교원으로
이루어지는 졸업논문심사위원회가 모든 논문의 리뷰와 ‘우수졸업논문’의 인증을 실시해
왔다. 본 사업에서는 2010년도부터 공개된 졸업논문발표회를 실시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지도체제를 정비했다. 본 사업에서는 6명의 전문교원과 2명의 특임교원으로 구성된 사
업추진위원회에 의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는 PDCA싸이클을 확립한다. 즉 전 교원이
참가해 수업평가 설문결과, 및 논문채점기준표와 PE지표에 입각한 채점결과를 분석한
후에 개선안이 제시되며 그것이 전 교원에게 공유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교재나 자
료를 교원이 공유하고 일상적인 FD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PE양성 웹 스페이스를 2009
년도에 동 위원회가 정비하여 교원의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 쇼호쿠 단기대학
사업 명 : 현대형 사회인 육성을 조감하는 입학 전 교육구축

1) 개요
쇼호쿠(湘北) 단기대학의 교육이념인 ‘사회에 나가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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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회인)의 육성’을 2년 동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목적의식을 얼마나 조기에
환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본 대학에서는 이 과제에 대한 사업으로써 고등학교 3학
년부터 입학 후 4월까지 쇼호쿠 단기대학형 입학 전 과목 ‘communication literacy(입
학 전 12회, 입학 후 3회)’를 개강했다. 읽고, 쓰고, 말하고, 컴퓨터 능력을 구사하여 일
을 완수하는 힘을 ‘커뮤니케이션力’으로 정의하고 동시에 이를 사회인이 필요로 하는 힘
의 코어로 규정하고 체험을 중시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힘을 이
해하는 것에 의한 학습목표의 명확화’가 본 강좌의 목적이다. 또한 communication
literacy의 취득 학점은 그대로 입학 후의 학점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또한 communication literacy의 강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원, 본 대학의 교직원, 기업
인으로 구성되는 연대조직 ‘liberal arts교육위원회’가 검토 논의하면서 만든다.

2) 평가체제 및 방법
평가를 위해 liberal arts교육위원회 내에 평가부회를 설치한다. 평가부회에서는 평가
방법을 포함해 검토하는데 3자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즉 고등학교 교원으로부터
는 3학년의 진학결정 후의 의의 있는 접속교육이 되는지의 여부, 취업 담당자 혹은 기업
에서는 학생이 올바른 취업의식의 양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수강
생은 직업을 가지는 사회인으로써 자각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방법으로는 설문지
나 assesment의 실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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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
가. 포츠담대학(Universität Potsdam)
1) 법적 근거32)
포츠담 대학의 대학교육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교수학습 부문 개발은 2006년 이래로
탄력을 받았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츠담대학과 포츠담대학이 소재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시 사이에 체결
된 목표협약과 대학협약이다. 목표협약은 대학발전계획상에 명시된 브란덴부르크시가
추구하는 대학정책의 목표와 포츠담대학의 개발 및 구조계획과 관련이 있다.
목표협약은 시기를 구분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를 제1차로 정하고 있으
며, 이후 2012년까지를 제2차시기로 정하고 있다. 교수학습 부문의 대상과 관련하여 제
1차는 기존의 개설강의를, 제2차는 신규 개설강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목표협약은
교수학습 부문과 관련하여 개설 강의의 질 확보는 물론 질 개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추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 포츠담 대학 내에 교수학습 부문의
질을 개선시키는 주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교수학습개발센터(Zentrum für Qualit
tsentwicklung in Lehre und Studium)가 대학 내에 설치되었다. 이밖에도 교수학습
부문에서 다음의 정책 사항을 이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1. 교수학습 부문의 질 확보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및 체제 도입･개편(예컨
대, 개설 강의별 시험 등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질 관리 프로그램, 교직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칭 프로그램,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학습프로그램 도
입･시행이 여기에 해당함)
2. 개별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전공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역량개
발” 부문의 도입･시행(예컨대, 커뮤니케이션･협상･팀워크･리더십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소프트스킬, 젠더 연구 및 양성평등 연구,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에

32) 포츠담대학(2010: 21-25)의 교수학습 부문 질관리 지침서(Qualitätsmanagementhandbuch f r den
Bereich Lehre und Studium)의 법적 근거를 번역하여 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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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핵심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함)
전술(前述)한 목표협약 이외에 대학협약 또한 주요하게 작용한다. 원 명칭은 ｢제2차
브란덴부르크시 정부와 브란덴부르크시 소재의 대학총장협의회간 공동선언(Zweite
gemeinsame Erklärung der Regierung des Landes Brandenburg und der
Brandenburgischen Landesrektorenkonferenz, 이하 제2차 대학협약이라 함)｣으로,
2007년 브란덴부르크시 정부는 브란덴부르크 시 소재 대학별로 교수학습 부문의 표준
화･연구･개발･기술이전 및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인
적･물적 지원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타 주(州) 출신 및 외국 출
신 신입생 유치와 이공계 분야의 여성 인재 육성을 비롯하여, 자녀가 있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지원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성과 기반의 재정 지원 모델을 구축하였다. 포츠담대학은 2004년 제1차 대
학협약에 서명한 이래 대학 재정 수입의 상당부분을 국가로부터 충당한다. 브란덴부르
크시가 정하고 있는 개별 대학의 항목별 재정 지원은 다음의 <표 Ⅴ-19>와 같다.
전술(前述)한 브란덴부르크시와 포츠담대학 간 목표협약 및 대학협약과 관련하여, 달
성 목표에 대해서 포츠담 대학 내 대학운영이사회와 개별 단과대 간에 성과 및 목표협약
이 체결되어 있다.
1999년 교수학습평가국(Servicestelle für Lehrevaluation)이 설치된 이래, 교수학습
부문의 체계적인 질 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6년 이래 우수 교수학습 질
보장 헌장(Qualitätscharta für gute Lehre), 교수법 개발 프로그램 등을 도입･시행하
여 교수학습 부문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08년에는 평가 내규를 제정하여 질
확보와 관련하여 단과대학별 교수학습 부문 평가를 제도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ZfQ: Zentrums für Qualitätsentwicklung in Lehre
und Studium)를 설치하여 개별 단과대의 교수학습 부문의 질 관리와 관련하여 교내 정
책 및 유관 프로젝트 추진･시행을 도맡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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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9> 독일 개별 대학 대상의 항목별 재정지원
기본재정(78%)
기본과제 중심

성과중심 재정(20%)

체제개편 재정(2%)

성과지표

목표협약 대학별 체제

1. 졸업생 수(10%)
2. 박사학위 취득현황 (10%)
3. 외부 기금 유치(30%)
4. 국제화(10%)
5. 기회평등(10%)
(첫학기 여학생 수, 전체
연구교수 및 정규직 교수
대비 여성의 차지비율)

타 대학과 차별화된
포츠담대학 고유의 장점
도출
체제개편
혁신추구

특별과제 중심

연방정부 또는 브란덴
정규과정 학생 수 및 부르크시가 추진하는
교원 현황에 따라 책 대학정책과 연계된 과
정됨
제 또는 프로젝트에
따라 책정됨

자료: Universitaet Potsdam(2010). Qualitaetsmanagementhandbuch fuer den Bereich Lehre und
Studium: Qualitaetsregelkreis mit Kern-und Unterstuetzungsprozessen. P. 22.

2) 교수학습 부문의 질 개선 체제 개관
교수학습 부문의 질 보장 체제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
해서 PDCA(Plan-Do-Check-Act) 순환 모델을 구축하였다. 동 순환 모델은 대학이 직
접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설정에 필요한 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질 관리에 관련한 업무
를 구체적으로 다뤄 교수학습 부문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림 Ⅴ-4] 참조).

주: 작성자가 원 자료를 번역하였으며, 그림의 원 구성을 최대한 반영했음
자료: Universitaet Potsdam(2010). Qualitaetsmanagementhandbuch fuer den Bereich Lehre und
Studium: Qualitaetsregelkreis mit Kern-und Unterstuetzungsprozessen. P. 16.

[그림 Ⅴ-4] 독일 교수학습 부문 질 관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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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부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석 도구로 “Student-Life-Cycle”을 체계화
하였다([그림 Ⅴ-5] 참조). 대학에 입학하여 전공별 학습과정을 이수한 후 사회에 진출
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학습과정 진입･ 학습과정 및 사회진출 단계로 구분한
다. “Student-Life-Cycle”의 최종단계인 사회진출은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대학생의 학습과정 성패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단계별 학습과정별로 특화된 학습상
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학습과정 진입이다. 본 단계는 대학의 학습과정의 오리엔테이션에 해당
하는 단계로 향후 학습과정 진행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포츠담대학은 교수학습개발 프로젝트인 SEPHA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SEPHA는 포츠담대학이 브란덴부르크시 도시노동정책청(LASA Brandenburg: Landesagentur
für Struktur und Arbeit Brandenburg GmbH)는 유럽연합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ond)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교수학습개발 프로젝트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
히 단과대학별로 특화된 교수학습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

자료: Universität Potsdam. Konzept der Qualitätsentwicklung. http://www.uni-potsdam.de/.

[그림 Ⅴ-5] 독일 Student-Life-Cycling

｜

255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둘째, 학습과정 이행이다. 본 단계에서는 대학생의 전공학습이 진행된다. 이에 대한
교수학습 부문의 평가가 시행되며, 평가자별 피드백이 공유된다. 공유된 피드백은 향후
강의개설 및 운영 실무에 참고사항으로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브란덴부르크 교수학습
부문 질 개선 네트워크(sqb: Netzwerk Studienqualität Brandenburg)에서 공유 되는
타 대학의 교수학습 부문의 모범 사례를 선별적으로 참조하여 이를 평가결과와 연계하
여 반영하기도 한다.
셋째, 사회진출 단계이다. 이때, 사회진출은 일반 취업과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 진학
등으로 구분한다. 교수학습 부문의 평가는 재학생 평가뿐만 아니라, 졸업생을 대상으로
도 시행한다.
전술(前述)한 “Student-Life-Cycle”의 기능에는 전략개발 및 조정 부문과 정보화 시
스템 지원 부문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이를 토대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수학습 부문의
개선의 항목별 추진･시행에 있어서 목적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의 메타
평가가 진행된다.

3) 운영조직
대학교육역량 강화와 관계된 단과대학별 교수학습 부문의 개선 주도를 담당하는 기관
은 교수학습개발센터(ZfQ: Zentrums für Qualitätsentwicklung in Lehre und
Studium)이다.

주요업무는

강의평가(Evaluation)･인증(Akkreditierung)･이러닝

(e-Learning)･경력개발(Career Service) 및 학습 질 평가(sqUP: Studienqualität
Universität Potsdam) 이다.
이 과정에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단과대학 이외의 대학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수학습 부문의 방법론 구축을 포함하여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교수학습
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부문 개선에 참여하는 대학 내 기관으로는 포츠담대
학 대학원(PoGS: Potsdam Graduate School), 외국어 및 핵심역량개발센터(ZeSSKo:
Zentrum für Sprachen und Schlüsselkompetenzen), 교원연수기관(Zentrum für
Lehrerbildung)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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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성자가 원 자료를 번역하였으며, 그림의 원 구성을 최대한 반영했음
자료: Universitaet Potsdam(2010). Qualitaetsmanagementhandbuch fuer den Bereich Lehre und
Studium: Qualitaetsregelkreis mit Kern-und Unterstuetzungsprozessen. P. 18.

[그림 Ⅴ-6] 독일 포츠담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추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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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정책 사례 종합
지금까지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주요국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내용
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이들 대학의 사례를 교육프로그램, 교육역량개발, 학습 및
진로 지원, 학습성과 평가 등 정책 영역별로 종합하였다.

가. 미국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혁은 주
로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과정 도입 또는 개편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이
애미 대학은 탐구가 중심이 되는 적극적 형태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발견지향적 교육과
정, 인턴십, 서비스 러닝’ 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학부생들
을 위한 기초 세미나(Stanford Introductory Seminars: SIS) 과정을 도입하여 이 과정
의 일환으로 기초 인문학과정, 기초 세미나, 작문 및 표현력 증진, Hume 작문센터 지
원, 연구 지원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6개의 미국 대학들은 모두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 및 학
습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학습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들은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학습 상담, 학습전략 개발, 작문력 프로그램 운영
을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별로 제공하는 특화된 학습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
마이애미 대학에서는 리넬라 학습센터에서는 학습코칭(academic coaching),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학업강화 프로그램(Scholastic Enhancement Program) 운영, 보충학습
(supplemental instruction)을 제공하고 있다. 버클리 대학의 학생학습센터(Student
Learning Center: SLC)에서는 학제 간 학업, 수학/통계학, 사회과학 프로그램 등과 같
이 전공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고,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학부
교육수월성 센터(The Center for Undergraduate Excellence)｣에서 학부생들을 위한
연구 기회 및 연구 장학금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작문지원 센터(Writing
Center)｣에서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CT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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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과정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튜터링과 학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트머스 대학에서는 ｢작문 및 웅변 센터(Institute of Writing and Rhetoric)｣
에서 작문 교과목, 신입생 세미나, 작문보조 프로그램(The Writing Assistance
Program)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린스톤에서도 작문지원센터(Writing Center)를 운
영하고 있다.
미국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 사례 조사 결과, 교수역량개발은 대다수 대
학이 역점을 둔 정책 영역이었다.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서 독립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강의컨설팅, 강의세미나, 강의평가 지원, 우수강의 상 시상, 대학원생의 강의력
증진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별 특이 사항을 살펴보면, 마
이애미 대학의 학습･교수･대학평가센터(CELTUA)에서는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포
커스 그룹(focus groups)을 구성하여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소그룹 수업진단
(Small-Group Instructional Diagnosis: SGID) 서비스｣와 학생들에게 수업관찰법을
훈련시켜서 학생의 관점에서 강의에 대한 피드백(비밀보장 유지)을 제공하는 ‘학생 수업
컨설턴트 제도(Student Consultants on Teaching)’를 운영하고 있다. 버클리 대학에서
는 온라인 교수학습기술센터(Teaching, Learning and Technology Center: TLtC)｣외
에도 ｢대학원생 강사 교수 및 지원 센터(Graduate Student Instructor Teaching &
Resourc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교수학습센터
(Teaching Resource Center: TRC)｣를 통해서 다양성 촉진 지원 프로그램(Excellence in
Diversity Fellowship Program), 교수작문력 향상 프로그램(Professors As Writers)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를 운영
하고 있고, 다트머스 대학에서도 ｢학습발전센터(Dartmouth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Learning: DCAL)｣를 운영하고 있다. 프린스톤 대학의 경우, ｢맥그로우 교수학습센
터(The McGraw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를 운영하고 있고, 다트머스 대
학에서는 학습발전센터(Dartmouth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Learning:
DCAL)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노력은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애미 대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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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과 평가설계 및 평가 수행 및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교수들에게 연중 제공하고,
전공별로 학습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학과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대학
에서는 학습평가 보조금(Learning Assessment Grant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 영국
학습 지원 시스템 측면에서 영국 대학의 특징은 체계적인 튜토리얼 시스템의 정착으
로 볼 수 있다. 튜토리얼 시스템은 학부생 한두명이 대학원생 튜터를 배정받아 대형 강
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학습을 하는 개인지도식 수업으로 옥스퍼드대학교와
캠브리지대학교는 모두 대학원생 혹은 학부생 튜터를 통한 학부생 튜토리얼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학생들이 개별 과목의 수업과 학부과정 전체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이 학생들과 밀착한 형태로 제공됨을 알 수 있다. 이 두 대학은 대형 강의와 튜토리얼로
분화된 교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 중심의 학부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튜토리얼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지원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생들의 학업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튜터
(tutor)와 1:1 혹은 2:1의 미팅을 꾸준히 진행하게 된다. 캠브리지대학교는 튜토리얼 시
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튜터가 되는 대학원생의 Teaching과 상담에 대한 교육을 의무
화하고 그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어서 튜토리얼 시스템의 핵심인 튜터의 전문성강화
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튜토리얼 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학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학생 한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고, 학업 곤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
을 아끼지 않고 있다.
런던대학교는 교육정보지원부(EISD)에서 ‘Academic Communication’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글쓰기와 읽기 능력을 배양하여 학부 공부를 위한 기초 학력 향
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맨체스터대학교의 학습지원은 이 대학이 이러닝을 핵심 교
육역량강화전략으로 채택하고 있기 관계로 학습에서도 이러닝의 활용이 두드러져 보인
다. 이러닝을 활용해서 교수학생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학습지원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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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대한 상세하고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교수역량강화의 경우, 영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교수들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다
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개별 대학의 교수역량강
화 프로그램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정부 차원의 제도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 대학의
프로그램을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비슷한 유형의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 대학들이 교수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공통적 특징은
첫째, 대학원생, 강사부터 대학교수 및 교직원과 연구직을 위한 직위별, 영역별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교육과정
설계에서부터 교육방법론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교육에 대한 철학과 자기 성찰 및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대학교
는 교수학습센터에서 단기적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수학습자
격과정’ 이나 ‘교수학습학위과정’을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석사, 박사학위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대학 교수자들이 자신의 교육실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
하고 있다. 이 ‘교수학습학위과정’의 운영은 영국만의 매우 독특한 프로그램으로서, 학
문영역을 망라하여 대학의 교수자는 모두 각 학문영역에서의 교수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대변하고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옥스퍼드대학교에서는 교수학습센터인 CEPAP(Center for
Excellence in Preparing for Academic Practice)는 교수자 직위별로 전문성 신장 프
로그램과 ‘교수학습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캠브리지대학교는 교수학습센터인 LTS
(Learning Teaching Support) 에서 직위별 교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징적으
로 교수자들의 교육공동체인 ‘캠브리지 공동체’를 통해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공유와 교
육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수법 사례공유를 위한 Database를 운영하고
있다.
런던대학교는 마찬가지고 교수학습센터인 CALT(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Learning and Teaching)의 교수와 연구자를 위한 전문성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교수학습자격과정’도 제공된다. 맨체스터 대학교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는 강의중심교수
제도를 통해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고, 강의질 향상을 위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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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강의중간평가, 동료평가등의 평가시스템을 다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수학습센
터인 TLSO(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Office)에서는 교수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영국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성과 평가는 여타 국가처럼 대학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졸업년도에 실시하는 NSS 평가이다. NSS는 단순한 학습성과에 대
한 평가를 넘어서 학생에게는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대학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들에게는 대학 간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강조하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
다. HEFCE가 관리하는 정부주도형의 NSS시스템에서 학생들의 학습성과와 교육과정
평가가 진행되고, 이 시스템에서 각 대학의 평가결과와 대학 간 비교 data가 제공된다.
또 이 기관에서 연도별 혹은 일정 기간별(4~5년)로 학습성과와 교육과정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 결과가 분석보고서의 형태로 공개된다. 최근의 보고서
(2006-2009)에 의하면 NSS시스템이 작동한 2005년 이래로 학생들의 대학교육만족도
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 시스템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다. 호주
호주의 Melbourne 대학과 호주국립대학(ANU)은 호주의 대표적인 8개 연구중심대학
의(Go8)33) 멤버이자, 영국의 Times Higher Education 2011~2012 세계대학평가에서
각각 37위와 38위를 차지한 대학으로 세계대학평가 50위권 내 진입한 호주의 대표적인
2개 대학이다. 특히, Melbourne 대학은 나머지 38개 대학(University)들이 모범사례로
참고할만한 고등교육 현신안(Melbourne Model)을 발표한 가장 앞서나간 대학이다. 호
주의 대표적인 산업 중 교육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호주 정부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 요인도 작용하지만, 두 대학이 세계의 유수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보여주는 저력 때문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두 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습 진로지원 방식, 교
33) ①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② The University of Adelaide, ③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④ The University of Melbourne, Monash University, ⑤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⑥ The University of Sy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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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학습 성과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국립대(ANU)는 ‘대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틀’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추진 과제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Curriculum
Enrichment and Program Improvement)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Course)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코스 개요를 소개하고 코스별 학습성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부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타 대학을 벤치마킹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새로
운 학습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적인 연구중심대학들과 연합하여 학생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서 학제 간(cross discipline) 코스를 개설하고 Summer
Scholars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들의 연구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Melbourne 대학은
학교에서 수여하는 모든 학위과정을 6개 영역으로 개편하여 ‘New Generation Degree’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제간 코스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으면서(depth component)
폭넓은(breadth component)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Melbourne 대학 역시 호주
국립대(ANU)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대표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서 학부생들의 연구경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학습과 함께 진로지원은 호주의 고등교육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히 고등교
육에 관한 모든 정책을 고용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으므로 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호주국립대(ANU)는 학습전략센터와 대학생연구지원센터
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료 멘토링/튜터링을 활성화 하고 있다.
Melbourne 대학은 대학의 전체 교육과정의 설계 시 최종 목표점을 취업 및 고용으로
설정하고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던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교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호주국립대(ANU)는 질 높은 수업
을 위해 수업역량 강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강의에 대해 시상도 하는 지원
을 하고 있다. Melbourne 대학은 교수들의 수업에 관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개발
하기 위해 Graduate Certificate in University Teaching(GCUT)이라는 1~2년 코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GCUT를 이수하지 못한 교수들을 위해 Melbo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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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Certificate(MTC)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2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과
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학습성과 평가 역시 두 대학 모두에서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다. 호주국립대
(ANU)는 졸업생들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review)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과정 개선
과 학생들의 학습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assessment)를 위해 단과대학(college)별로
졸업생에게 기대하는 역량을 정확히 기술하여 제시한다. 또한 학생들의 역량을 모니터
링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한 기관들 중에 가장 적절한 벤치마킹 대학을 선정하여 공통
으로 사용하는 시험 결과 비교, 테스트를 통해 얻은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수준 비교 등을
실시한다. Melbourne 대학은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학문적 수월성(Academically
Excellence), 이론적 지식(Knowledgeable Across Discipline), 학습자와 커뮤니티
(Learners in Communities), 문화적 다양성(Attuned to Cultural Diversity), 글로벌
역량(Active Global Citizens) 등 5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세부 20개 항목으로 역량을
세분화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
호주는 다양한 고등교육기관(higher education provider)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대학(University)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질 관리 역량의 보유 여부가 핵심적 자
질에 해당한다. 이미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질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대학
교육의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모든 교육과정 이수의 첫 단계에서부터 졸업생
이 갖춰야할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
두 대학 사례의 특징이다. 또한, 호주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고용창출과
연계되어 있어 호주 내에서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효용성을 최대화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라. 일본
개별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역량강화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
해 볼 수 있었다. 교육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수업방법과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토호쿠대학은 일본 대학의 특징인 세미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대학형 소수교육
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교양발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이 학문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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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원하였다. 히로시마대학에서는 목표도달형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보
다 계획적이고 구체화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게이오대학은 여러 대학과 기업이 연합하여 공동연구단체(NPO)를
설립하여 기업-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학습지원 측면에서는 학습지원 측면에서 대학도서관 등의 정보시설을 확충하고 학생
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차노미즈여자대
학은 학습의 장으로서의 대하도서관 사업을 통해 교육정보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후지
대학은 희귀장서를 확충하는 사업을, 게이오대학은 웹도서관 확장 사업 등을 현대GP사
업을 기반으로 실시하였다.
교수역량강화 측면에서는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직원능력개발
(FD, SD)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규슈공업대학에서는 자학자습력 육성을 통한
학습의욕과 학력의 향상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학습능력 고취는 물론 자율적 학습이 가
능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도쿄의치과대학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진료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간벽지의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고
의료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였다. 도쿄여자대학은 학생의 사회적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효과적
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오사카 시립대학교에서는 4년간 일관된 발
표수업과 논문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학사력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
생이 일관성 있게 대학생활을 진행하는 한편 교수도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습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전공과목의 효과적 이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성
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사업이 많았다. 요코하마 국립대학은 산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장기적･전문적 인턴쉽을 통
해 학생들을 초(超)기업형 인재로 육성할 수 있었다. 쇼호쿠 단기대학에서는 현대형 사
회인 육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요구에 맞는 인재를 육성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간사이학원대학은 사회기업가양성 혁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
생이 주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부･학과를 초월한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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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하였다. 무로란공업대학은 판단능력이 높은 공업기술자의 양성 프로그램으
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업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와테현립대학에서는
지역을 초월한 학생주체의 확실한 취업력 프로그램으로 이와테현 외의 지역에도 인재들
이 활발히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IPU-E프로젝트)을 구축하였다. 가나자와대학은 취업
력 제고를 위해 취업스쿨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시가대학은 복합적 피드백을
통한 취업력 육성 프로그램으로 대학과 기업･지역사회가 복합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오사카 시립대학은 커리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정보를 데이터베이
스화하고 이를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체제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 독일
독일의 대학교육역랑 제고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로 조사된 대학은 포츠담 대학이다.
이 대학은 대학의 소재지인 브란덴부르크시와 포츠담 대학 사이에 체결된 목표협약과
대학협약 두 가지의 법적 근거를 통해 교수학습 부문의 대학교육역랑의 제고 프로그램
을 개발･수행하고 있다.
포츠담 대학은 1999년 교수학습평가국을 대학 내에 설치하여 교수학습부문의 체계적
인 질 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6년 이후 우수 교수학습 질 보장 헌장,
교수법 개발 프로그램 등을 도입･시행해 왔다. 또한 2008년에는 평가 내규를 제정하였
으며, 2009년에는 ‘교수학습센터()’를 설치하여 개별 단과대의 교수학습 부문의 질 관리
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포츠담 대학은 PDCA(Plan-Do-Check-Act) 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교수학습 부
문의 질 보장 체제의 관리･운영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교
수학습 부문의 질 개선 분석 도구로 “Student-Life-Cycle”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체계
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 부문의 질 개선 관리･운영은 강의평가, 인증, 이러닝, 경력개발 및
학습 질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수학습센터는 단과대
학 이외의 대학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수학습 부문의 방법론 구축을 포함하여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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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0〉 주요국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대표 사례
국가

교육프로그램

학습 지원

교수역량강화

학습성과평가

마이애미大의 발견지향적 교 마이애미大 리넬라 학습센터 마이애미大 학습･교수･대학 마이애미大 학습성과 평가
육과정, 인턴십, 서비스러닝
평가센터
관련 세미나 제공 및 학습성
과 평가 참여 학과에 보조금
제공
버클리大 학생학습센터
버클리大 온라인 교수학습기
술센터 및 대학원생 강사 교
수 및 지원 센터
미국
버지니아大 학부교육수월성 버지니아大 교수학습센터 버지니아大 학습성과 프로그
센터 및 작문지원센터
램 운영
스탠포드大 기초 연구
스탠포드大 교수학습지원센터 스탠포드大 교수학습센터
다트머스大 작문 및 웅변센터 다트머스大 학습발전센터
프린스턴大 작문지원센터
∙ 옥스퍼드대학교:튜토리얼
시스템
∙ 캠브리지대학교: 튜토리얼
시스템
∙ 런던대학교:Academic
Communication 프로그램
∙ 맨체스터대학교: 이러닝을
활용한 학습지원과 학습피
드백 확대
영국

∙ 호주국립대(ANU) : 학부 ∙ 호주국립대 : 학습전략 센
교육과정 개편 및 학제적 터, 대학생연구지원센터 등
코스 개발, S u m m e r ∙ 멜버른 : 멜버른 모델 교육
Scholar를 통한 연구 참여 과정경로에 최종점을 취업
(고용)으로 설정함
확대
호주
∙ 멜버른대학 : Ne w
Generation Degree를 6개
학문영역 프로그램

프린스턴大 맥그로우 교수학
습센터
∙ 옥스퍼드대학교: 교수학습
센터의 직위별 교육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교수학습
학위과정 운영
∙ 캠브리지대학교: 교수학습
센터(LTS)의 직위별 교수
프로그램, 교수자 공동체
운영과
사례공유
Database 운영
∙ 런던대학교: 교육정보지원
부(EISD)의 교수프로그램,
교수학습센터(CALT)의 교
수 및 연구자를 위한 전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수
학습자격과정운영,
∙ 맨체스터대학교: 교수학습
센터(TLSO), 강의중심교
수 우대, 강의 질 평가를
위한 다면평가 확대
∙ 호주국립대 : 질 높은 수업
을 위한 교수 지원으로서
수업역량 강화 지원금, 우
수한 강의에 대한 시상
∙ 멜버른 : The Graduate
Certificate in University
Teaching (GCUT), The
Melbourne Teaching
Certificate (MTC)

-HEFCE가 관리하는 정부
주도형의 NSS시스템에서
학생들의 학습결과와 교육
과정 평가 진행, 이 시스
템에서 각 대학의 평가결
과와 대학간 비교 data가
제공됨
-이 기관에서 연도별 학습
성과평가 결과 분석 보고
서를 공개함

∙ 호주국립대 : P e e r
evaluation에 따른 벤치마
킹 -경쟁대학과 동일한 시
험문제 사용 후 비교, 외국
의 능력 수준 비교, 외부
검사관 또는 시험관
(examiner) 시스템 운영
∙ 멜버른 : 졸업생에게 요구
되는 5개 영역 20개 역량
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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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프로그램

학습 지원

교수역량강화

학습성과평가

∙ 수업방법과 교육과정의 특
성화 추구
∙ 토호쿠대학: 연구대학형
소수교육 프로그램
∙ 히로시마대학: 목표도달형
교육프로그램
∙ 게이오대학: 대학-기업연
합 공동연구단체(NPO)설
립 프로그램

∙ 정보시설확충, 자율적 학
습환경 구축 중점
∙ 오차노미즈여자대학: 학습
의 장으로서의 대학도서관
사업 현대 GP
∙ 후지대학: 희귀장서 확충
현대 GP
∙ 게이오대학: 웹도서관 확
장 현대 GP

∙ 학력향상프로그램, 교직원
능력개발(FD, SD) 중심
∙ 규슈공업대학: 자학자습력
육성을 통한 학습의욕과
학력의 향상 프로그램
∙ 도쿄의치과대학: 컴퓨터
를 통한 진료모의실습 프
로그램
∙ 도쿄여자대학: 학생의 사
회적 성장 지원 프로그램
∙ 오사카시립대학: 4년간 일
관된 발표수업과 논문지도
의 학사력 프로그램

∙ 전공과목의 효과적 이수와
취업성과 제고
∙ 요코하마국립대학: 산업계
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턴
쉽 프로그램
∙ 쇼호쿠단기대학: 현대형
사회인 육성을 위한 커뮤
니케이션력 교육 프로그램
∙ 간사이학원대학: 사회기업
가양성 혁신교육프로그램
∙ 무로란공업대학: 판단력
높은 공업기술자 양성 프
로그램
∙ 이와테현립대학: IPU-E프
로젝트
∙ 가나자와대학: 취업력 제
고를 위한 취업스쿨 프로
그램
∙ 시가대학: 복합적 피드백
을 통한 취업력 육성 프로
그램
∙ 오사카시립대학: 커리어
디자인 시스템 구축

일본

포츠담 대학: 핵심역량개발 포츠담 대학 : Student프로그램
Life-Cylcle을 활용한 학생
독일
학습과정단계별로 특화된 학
습상담 프로그램

포츠담 대학 : 강의평가, 인
증, 이러닝, 경력개발 및 학 NA
습 질 평가를 교수학습개발
센터가 총괄적으로 관리

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정책 사례 종합
앞에서는 미국 6개 대학, 영국 4개 대학, 호주 4개 대학, 일본 7개 대학, 독일 1개 대
학이 추진 중인 교육역량강화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교육역량강
화 정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4개 정책 영역별로 국제동향을 정리하였다.

1)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대다수 대학들은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도입 또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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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프로그램 차원의 개혁은 대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도입과
대학교육의 사회･경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도입으로 양분된다. 이밖에
소수 사례이지만 학부생들의 연구력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별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교육성과를 명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교육프로그
램을 개편하려는 시도(호주 멜버른 대학, 일본 히로시마 대학)도 관찰되었다.
대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과정은 주로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을 돕기 위한 대학신입생 세미나, 기초 인문학 과정, 글쓰기와 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과정 등이다(예. 미국 마이애미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독일 포츠담 대학 등). 최근 각국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고하는 일이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
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대학생들
의 노동시장 적응력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다. 대학교육의 사회･경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도입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다. 주로 기업 또는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이
러한 교육과정 도입은 교육중심대학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총 210시간 이상의 장기적 운영, 부동산･건축 등 도시형 프로그
램 도입 등 특색 있고 실질적인 현장 훈련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일부 연구중심대학이 시도한 학부생들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국내
대학이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제고하는 기
초연구프로그램, 일본 토호쿠 대학의 ‘학습의 전환을 추구하는 연구대학형 소수교육-기
초세미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들 대학은 연구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
진과 연구기회, 연구시설, 소수 정예의 학부과정 등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학부생들에게 인텐시브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일
찍이 연구의 즐거움과 고도로 전문화된 교수･학습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교육역량강화 사례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목표
및 교육성과와 연계한 전체 교육과정 개편 노력이다. 개별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과 졸
업생들에게 기대하는 학습목표와 학습성과를 명료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

｜

269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기 위해 대학 차원의 교육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ttee)를 구성, 학생들이 이수
해야 할 전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해외 대학 사례(호주 멜버른 대학)는 교
육프로그램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손꼽을 만하다.

2) 학습 지원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역시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정책의 중심축이다. 본 연구를 통
해 주요국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두 가지 동향이 파악되었다. 첫째, 학습 지원 시스템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경
향이 관찰되었다. 미국, 영국 등지에서 대학 내 학습 지원 시스템의 역사는 짧지 않다.
이들 대학에서 학습 지원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초기에는 글쓰기나 논문작성 등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글쓰기와 말하기를 포함한 의사소통능력 제고 지원, 학습전략설정
지원, 학습문제진단 클리닉 등으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둘째, 재학 중에 한정
되었던 학습 지원 시스템 적용 시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 지원
시스템 확대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예비 신입생이다. 일본 쇼호쿠 단기대학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교 졸업대상자들이 탄탄한 대학수학능력을 갖추
도록 대학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대학들은 다양한 인재확보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조기발굴한 후 학습 지원을 제고함으로써
이들의 대학 진학과 적응을 돕고 있었었는데 이는 한층 진화된 모습의 학습 지원 시스템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포츠담 대학이 개발한 대학생 생애 주기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학습 지원 시스템 확장의 또 다른 버전을 보여주고 있다. 포츠담 대학 사례
에서는 대학 진입 시점과 대학에서의 학습과정 시점, 그리고 사회진출 시점 등 3단계별
로 특화된 학습 지원 시스템을 볼 수 있다.

3) 교수역량강화
교수역량강화는 대학생들의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대학이 추진 중인 교육
역량강화 정책의 핵심축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국 대학들은 교수역량강화와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학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수역량

270 ｜

Ⅴ. 주요국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정책 동향

강화와 관련한 동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이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과거 교수집단에 한정되었던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수업을 지원하는 수업조교와 시간강사, 연구직 교수, 더 나아
가 일반 교직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구성도 교수법, 강
의 컨설팅이나 세미나 등 보편적인 내용부터 수강생들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운영 결과
를 토대로 강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소그룹 수업 진단(미국 마이애미 대학), 교수
의 글쓰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미국 버클리 대학), 교육과정 설계, 교육에 대한 철학과
자기성찰 및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교수능력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영국 대학들은 대학원생, 시간강사부터 대학
교수 및 교직원과 연구직을 위해 직위별,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수업 지원 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교수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모습
도 각국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수업 지원 인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외국 대학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수업 조교에 대한 훈련의 강도를 높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을
포함한 지원 수준을 강화하며, 수업 지원 인력의 튜터링이 교수의 수업과는 차별화된 교
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대학이 운영 중인 튜토리얼 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학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세밀한 지도를 가능케 한다.
셋째, 교수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 교육 우위의 문화가 학내
에 정착되도록 힘쓰고 있다. 교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다양하다.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우수강의(또는 교육자) 시상 이외에 교수법 혁신이나 교육과정 개선에 힘쓰
는 교원을 위한 재정적, 프로그램 차원의 지원,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들의 공동 대
응 장려 및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대학의 인센티브 제공이 교수의 개인적 노
력에 대한 공적 인지도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교수들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표준화된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교수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국내 대학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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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원에서 마련된 교수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대학이 적극 활용하여 어느 정도 표준
화된 교수역량강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물론 대학이 자체적인 대학
사명이나 교육 목표, 여건에 맞추어 교수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나 시스템
차원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교수역량의 질 관리 힘쓰고
있다. 또한 이미 보편화된 교수학습센터 제공의 단기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외에 ‘교
수학습자격과정’이나 ‘교수학습학위과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프로
그램 자체의 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4) 학습성과 평가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
가 학습성과 평가이다. 연구에 비해 교육은, 특히 교육성과는 평가가 어렵다는 점 때문
에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학교육의 책무성이 강화
되는 상황 속에서 학습성과 평가가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
다. 학습성과 평가와 관련한 각국 대학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평가방법과 평가내용, 제
도화 정착 수준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주요국 대학들은 대학생의 학습
성과 평가의 기본틀을 세우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은 교수들을 위해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연중 제공하고 있으
며 버지니아 대학은 학습성과 평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은 포괄적이
면서도 상세한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영국 대학들도 대학재정
지원위원회(HEFCE)가 관리하는 국가학습성과평가 시스템(National Student Survey)
를 적극 활용하여 종단 및 횡단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자교의 교육역량을 모니
터링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재정투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점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들 외국 대학의 사례
가 국내 대학의 학습성과 평가 설계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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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대학의 질과 대학 경쟁력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최근 대
학교육역량 강화가 고등교육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많은 교육선진국들은 대학
교육 기능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
년부터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착수하면서 연구에 치
중하였던 국내 고등교육 정책의 초점을 교육중심대학과 학생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와 대학이 교육 기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
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 기능을 강
화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단
계이다. 아직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 문제의 심각성과
처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수준이다. 이제 시작된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문
제점을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
안의 하나로 주요국들의 정책 동향과 전략을 분석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보다 먼저 대학교육의 부실 문제와 이에 대한 처방을 고민한 외국의 정부 정책과 대학들
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대학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의 정부 정책 동향과 대학
의 우수 사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국제동향 분석에 대상이 된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 대학의 자율성과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
려는 미국, 고등교육 정책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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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영국, 탄탄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고등교육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독일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교육역량 분석 틀 개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을 ‘학생의 학습성과 제고에 기여한 대학교육의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설정에 근거하여,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부
와 대학이 추진하는 제반 정책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학교육역량의
개념을 제시하고 분석 틀을 설계하였다. 교육 정책의 이론적 틀로 널리 사용되는 투입과정-산출의 체제 모형을 기본 축으로 설정한 후, 대학생들의 교육 경험에 작용하여 학
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환경적 요인, 특히 교육 환경적 요인 중에서 대학 당국이
제도적 또는 교육적 처치에 가할 수 있는 요인을 범주화 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교육 환경 요인 중 교육프로그램, 학습 지원 시스템, 교수역량개발, 학습성과 평
가 시스템을 대학교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제도적, 교육적 처치 요인으로 파
악하여 분석 틀에 포함하였다.

❏ 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
4장에서는 5개 분석 대상국별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상세히 조사･분석한 후 이들 5개국의 정부 정책을 종합･비교하였다. 분석
대상국 정책의 종합･비교는 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 추진체제, 대표적 정책 및 프로그
램의 내용, 추진 전략 등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과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
다. 이는 국･공립 대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나 영향
력 행사가 강력한 독일, 호주,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 환경을
지닌 일본과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존중되는 미국에서도 최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
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개입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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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국이 추진 중인 정책을 검토한 결과,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우선, 정부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꼭 필요로 하지만
개별 대학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대다수 대학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
결해 주는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네트워킹
이다.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중 일부는 단위 대학의 노력만으로 수행하기 어려
운 과업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수행 중인 FIPSE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정
부가 다양한 사업단 구성을 허용함으로써 중등교육기관과 대학이 협력하여 대학수학준
비도 제고―신입생 선발―대학 입학 후 사후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
었다.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Quality Pact of Teaching 사업에서도 이러닝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간 컨소시엄 또는 대학과 연구소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 간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
부가 사업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 간 경쟁과 대학혁신의 조장자가 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개국 정부 모두 공모 사업 형태의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동기화
하고 있었다.
셋째,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개관한 결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부 정책이 집중되
는 영역은 대학교육 성과평가에 초점을 둔 대학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혁, 대학교육 기
회 확대,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여건 및 성과 개선, 특정 학문 분야 육성 등이다.
주요국 정부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을 정비해 나가고 있었다. 미국 매사추세츠와 조지아 주정부는 대학교육 성과에 대한 지
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활용해 주 전체 대학의 성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개별 대학이 벤치마크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영국 정부도 고등교육재정위
원회(HEFCE) 등을 활용해 대학교육의 여건과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
인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호주는 국가자격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수준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성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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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여건 및 성과 개선을 직접 지원하는 모
습도 전체 분석대상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재정지원 사업의 규모나 주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정부는 혁신적인 교수
법 개발을 독려하고 교육에 뛰어난 성과를 낸 교원을 격려하는 등 대학교육역량의 핵심
요인인 교수･학습 실제를 개선하고자 직접 지원하고 있었다.
5개 분석 대상국에서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 대학이 직면한 대학교육력 저하가 고등교육 대중화
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대학교육역량 강화의 출발점이 대학에 유입되는
학생의 학업준비도 제고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의 FIPSE 프로그램 사례에
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이 입학자원발굴과 이들의 학업준비 수준에 대한 선제적인 처방을
대학교육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주요국 정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개관한 결과, 특정 학문 분야 지원책이 대
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수학(Mathematik), 정보통신과학
(Informatik),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 공학(Technologie) 등 이른바 MINT
전공 학생들을 지원하는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과 STEM 분야 교육성과를 관리하고자 하
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학교육의 사회경제적 적
합성 제고와 국가 인적자원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이 현재 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임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라는 과업과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
의 연계를 강화한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
는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필요성
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
부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 운영 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단일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 정부가 수행하
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단일 대학뿐만이 아니라 대학 내 학과(예.
영국), 대학과 중등학교의 연합(예. 미국), 여러 대학이 연합한 컨소시엄(예. 미국, 독
일), 대학이 연구소나 유관기관과 연합한 컨소시엄(예. 미국, 독일) 등이 사업 수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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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업단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① 대학이 단
독으로 추진하기에 어렵거나 연합해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기
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② 특히, 전체적으로 정부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내
용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은 현재 단위 대학에만 지원하는 정부의 대
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 주요국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정책 동향
5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대학 사례
를 발굴하여 이를 소개하였다. 미국 6개 대학, 영국 4개 대학, 호주 4개 대학, 일본 7개
대학, 독일 1개 대학 등 총 23개 대학 사례가 수집･분석되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교육역량강화 정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4개 정책 영역별(교육 프로그램, 학생
지원 시스템, 교수역량강화, 학습성과 평가)로 대학 사례 분석을 통해 파악된 국제동향
을 정리하였다.

▮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대다수 대학들은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도입 또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차원의 개혁은 대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도입
과 대학교육의 사회･경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도입으로 양분되었다. 이
밖에 소수 사례이지만 학부생들의 연구력 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별 대
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교육성과를 명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교육프
로그램을 개편하려는 시도(호주 멜버른 대학, 일본 히로시마 대학)도 관찰되었다.
대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과정은 주로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을 돕기 위한 대학신입생 세미나, 기초 인문학 과정, 글쓰기와 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과정 등이다(예. 미국 마이애미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독일 포츠담 대학 등). 최근 각국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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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중 하나는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고하는 일이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
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대학생들
의 노동시장 적응력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다. 대학교육의 사회･경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과정 도입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다. 주로 기업 또는 현장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이
러한 교육과정 도입은 교육중심대학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총 210시간 이상의 장기적 운영, 부동산･건축 등 도시형 프로그
램 도입 등과 같이 특색 있고 실질적인 현장 훈련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일부 연구중심대학이 시도한 학부생들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국내
대학이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
초연구프로그램, 일본 토호쿠 대학의 ‘학습의 전환을 추구하는 연구대학형 소수교육-기
초세미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들 대학은 연구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
진과 연구기회, 연구시설, 소수 정예의 학부과정 등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학부생들에게 인텐시브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일
찍이 연구의 즐거움과 고도로 전문화된 교수･학습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교육역량강화 사례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목표
및 교육성과와 연계한 전체 교육과정 개편 노력이다. 개별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과 졸
업생들에게 기대하는 학습목표와 학습성과를 명료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해 대학 차원의 교육과정 위원회(Curriculum Committee)를 구성, 학생들이 이수
해야 할 전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해외 대학 사례(호주 멜버른 대학)는 교
육프로그램 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손꼽을 만하다.

▮ 학습 지원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역시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정책의 중심축이다.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학습 지원 시스템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 대학
내 학습 지원 시스템의 역사는 짧지 않다. 이들 대학에서 학습 지원 시스템이 자리를 잡
으면서 초기에는 글쓰기나 논문작성 등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글쓰기와 말하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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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능력 제고 지원, 학습전략설정 지원, 학습문제진단 클리닉 등으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다. 둘째, 재학 중에 한정되었던 학습 지원 시스템 적용 시기가 점차 확대되
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 지원 시스템 확대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예비 신입생이
다. 일본 쇼호쿠 단기대학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교 졸업대
상자들이 탄탄한 대학수학능력을 갖추도록 대학이 적극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미
국 대학들은 다양한 인재확보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조기발굴한 후 학습 지원을 제고함으로써 이들의 대학 진학과 적응을 돕고 있었었는데
이는 한층 진화된 모습의 학습 지원 시스템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포츠담 대학이
개발한 대학생 생애 주기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학습 지원 시스템 확장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포츠담 대학 사례에서는 대학 진입 시점과 대학에서의 학습과
정 시점, 그리고 사회진출 시점 등 3단계별로 특화된 학습 지원 시스템을 볼 수 있었다.

▮ 교수역량강화
교수역량강화는 대학생들의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대학이 추진 중인 교육
역량강화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국 대학들은 교수역량강화와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관련 동향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이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었다. 과거 교수집단에 한
정되었던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이 대학원 학생으로서 수업을 지원하는 수업조교
와 시간강사, 연구직 교수, 더 나아가 일반 교직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교수역
량강화 프로그램의 구성도 교수법, 강의 컨설팅이나 세미나 등 보편적인 내용부터 수강
생들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강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소그룹
수업 진단(미국 마이애미 대학), 교수의 글쓰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미국 버클리 대학),
교육과정 설계, 교육에 대한 철학과 자기성찰 및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다. 특히 교수능력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영국 대학들은 대
학원생, 시간강사부터 대학교수 및 교직원과 연구직을 위해 직위별, 영역별 전문성을 강
화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수업 지원 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교수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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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국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수업 지원 인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외국 대학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수업 조교에 대한 훈련의 강도를 높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을
포함한 지원 수준을 강화하며, 수업 지원 인력의 튜터링이 교수의 수업과는 차별화 되도
록 노력하고 있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대학이 운영 중인 튜토리얼 시스템은 학생 개
개인의 요구와 학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세밀한 지도를 가능케 하였다.
셋째, 교수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 교육 우위의 문화가 학내
에 정착되도록 힘쓰고 있었다. 교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다양하였다. 대표적이
라 할 수 있는 우수강의(또는 교육자) 시상 이외에 교수법 혁신이나 교육과정 개선에 힘
쓰는 교원을 위한 재정적, 프로그램 차원의 지원,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들의 공동
대응 장려 및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대학의 인센티브 제공이 교수의 개인적
노력에 대한 공적 인지도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교수들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
로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표준화된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교수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국내 대학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
가 차원에서 마련된 교수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대학이 적극 활용하여 어느 정도 표준
화된 교수역량강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물론 대학이 자체적인 대학
사명이나 교육 목표, 여건에 맞추어 교수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나 시스템
차원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교수역량의 질 관리 힘쓰고
있다. 또한 이미 보편화된 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이
외에 ‘교수학습자격과정’이나 ‘교수학습학위과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교수역량강화를 위
한 프로그램 자체의 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학습성과 평가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
가 학습성과 평가이다. 연구에 비해 교육은, 특히 교육성과는 평가가 어렵다는 점 때문
에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학교육의 책무성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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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 속에서 학습성과 평가가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
다. 학습성과 평가와 관련한 각국 대학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평가방법과 평가내용, 제
도화 정착 수준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주요국 대학들은 대학생의 학
습성과 평가의 기본 틀을 세우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은 교수들을 위해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연중 제공
하고 있었으며, 버지니아 대학은 학습성과 평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었다. 호주국립대
학은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한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영국 대
학들도 대학재정지원위원회(HEFCE)가 관리하는 국가학습성과평가 시스템(National
Student Survey)을 적극 활용하여 종단 및 횡단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자교
의 교육역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재정투입의 효과성와 효율성 점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들 외국 대학의 사례가 국내 대학의 학습성과 평가 설계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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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이상의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을 정부와 대학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
하였다. 먼저 정부 차원의 정책 제언은 ‘정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높은 정
책 영역 발굴’,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재구조화’,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재정 지
원 확대’ 등 3개 영역에 걸쳐 총 10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대학 차원의 정책 제언은 ‘대
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전략적 추진체제 구축’, ‘교수역량 강화 체제 개선’, ‘학습 지원
체제 개선’, ‘학습성과 평가 체제 구축’, ‘교육 프로그램의 질 및 적합성 제고’ 등 5개 영
역에 걸쳐 총 12개 정책과제로 구성하였다.

가. 대학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정부 차원
정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높은 정책 영역 발굴
❏
❏
❏
❏

국가 수준의 대학교육 학습성과 평가 체제 구축
벤치마크 사례 발굴 및 확산
대학교육 질 관리 제도 정비
교수교육 및 교육연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국가 수준의 대학교육 학습성과 평가 체제 구축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대학교육의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연방교육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대학생들의 ‘학습성과
(student learning)’를 측정하고, 이를 주립대학의 책무성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있
었다.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 대학의 노력은 실행한 프로그램 수보다는, 프로그
램 이수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습성과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NSS로 대표되는 학생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아울러 학생에게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대학들이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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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시작된 NSS는 영국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 학생들에게 수강했던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이다.
이 조사는 대학교육에 대한 공적 정보(public information)의 필요성 때문에 출발하였
는데 결과적으로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결과와 학생들이 학습성과 결과가 공개됨으
로써 모든 고등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공적 책임의식과 교육의 질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
게 하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도 강의평가 공개결과 공개가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다. 현 상태는 학기말에 강의에 대한 평가만이 진행되고, 이 결과가 일부 공개되고 있으
나, 향후에는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결과, 이를 위한 각 대학의 교육지원체계와 교육환경
및 강의에 대한 평가로 항목이 확대되어야만 대학들이 교육의 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될 수 있고, 향후 정보의 공개가 대학의 교육 질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육의 책무성은 여전히 ‘취업률’에 의해서 주
로 평가되고 있고, 정작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취득한 역량을 평가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잘 가르치지는 못하더라도 취업만 잘 시키면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원받는 대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학습성과 평가체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벤치마크 사례 발굴 및 확산
경쟁 대학 간 벤치마크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정책 수립 또는 자체 컨설팅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벤치마크를 위해 이미 공인된
자격시험의 성적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과정 및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표준화
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벤치마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교육역량 제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개별대학의 개성을 살리고 특색 있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GP사업의 특성상, 외국이나 타 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대학 저마다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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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1대학 1특성’의 성격
을 나타낸다. 문부과학성은 이들 개별대학의 우수사례를 매년 ‘우수사례 포럼’과 ‘GP사
업단 이벤트&인포메이션’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대학들이 서로 자극받을 수 있도록 장
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수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모방하기보다는 개별대학과 학과의
특성이 잘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교육역량의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은 주로 ‘우수 교
육사례의 발굴’, ‘우수 교수상 시상 및 우수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이다. 정
부의 대학에 대한 평가가 외부평가나 규제보다는 사후평가와 자체평가를 우선시하는 상
황에서 이런 포지티브 평가시스템은 대학, 학과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내부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학 혁신 과정에서 우리 대학이 도입해야 할
시스템이다.

❏ 대학교육 질 관리 제도 정비
대학 개혁을 총괄하는 정부, 비정부 기구 및 기금의 설립과 이를 통한 엄정한 대학평
가 실시와 대학 간 경쟁유도가 영국 대학교육 질 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조치
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도입하는 정책이고, 대학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고,
국가가 대학을 간섭과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선택
과 집중원칙에 따른 소수대학 집중 지원 정책, 이 때문에 발생하는 대학 학과간의 부익
부빈익빈의 문제, 평가와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의 권한 집중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대학교육에 대한 비젼을 공유하는 새로운 정부기구 혹은 비
정부기구를 설립하여 대학개혁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중
립적 기금 설립을 통해 철저한 교육개혁 작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대학과 공유하게 하며, 각 대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정부 기구에서 담당하기 보다는 전
문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교육의무화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표
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기구와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간의 엄격한 역할분담과 대학의 독립적, 자율적 활동에 대한 장려가 영국
고등교육강화의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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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교육 및 교육연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영국에서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것은 교수 연수제를
도입하고 교수의 교육능력 평가와 전문성 신장을 대학교육개혁 성공의 열쇠로 보고 있
는 점이다. 최근 교수자질 향상과 교수 연수제에 관한 조치는 2003년 고등교육백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백서에서는 훌륭한 강의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기
구로 하여금 강의에 대한 새로운 국가전문기중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신임교원
은 교육에 관한 자격과정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위해 Higher Education Academy(HEA)가 설립되었다. 교수연수제는 강의에 대
한 국가전문기중과 관계가 깊다. 강의에 대해서 국가적 능력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교수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도 이에 근거해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논의해야 하는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영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수연수제에 관
심을 가지고, 대학교원으로서 기본적인 교수방법에 대한 직위별, 영역별 교육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여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재구조화
❏
❏
❏
❏
❏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내용의 다각화
대학 간 연계, 중등-대학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고등교육 개혁 마스터 플랜과의 연계성 강화
대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의 장기화
정부와 대학 간의 의미있는 역할 분담

❏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내용의 다각화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참여와 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규모와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대학 육
성사업이 국립대학과 대규모 대학을 중점 지원하였던 것에 비하여 대학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은 중소규모 대학과 사립대학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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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도 2004년을 기점으로, GP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의 요구, 사회의 요구, 전
문분야 및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준
히 세부 사업들이 신설･재편되고 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역량 사업은 포뮬러 펀딩 방식을 활용하여
소수의 핵심지표에 의해서 개별 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
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역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
발하느냐는 개별 대학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방식은 종전의 공모경
쟁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이 사실상 대학 규제만을 늘리고 대학교육의 내실화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
하고, 사업 효과가 모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우수한 학부교육 모델의 확산을 목표로 ‘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러한 노력들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만,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범주를 협소화시키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자율에 의한 노력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
하지만, 개별 대학을 넘어서 정부가 주도해야 할 대학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들도 있기
때문이다.

❏ 대학 간 연계, 중등-대학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대학교육역량 제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 시점 또는 그 이전
시점부터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중등학교가 연
계된 체제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정부는 FIPSE
종합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중고 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한 대학준비도 향상, 빈곤
및 역량 개발, 봉사학습(service-learning) 교육과정 개발, 노숙자 학생, 위탁 아동청소
년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문부백서에서 고등교육
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대학입시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면접과 소논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AO(admission office)식 입시를 확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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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대학입시센터 시험을 통해 기초적 학습능력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학습지도개선과 대학 초년생 교육, 대학입시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고교-대학 접속 테스트｣를 개발하여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GP사업 등에서도 개별대학의 특성
발현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공동연구단체(NPO)의 설립
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학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
해 대학과 대학, 대학과 중등교육기관, 그리고 대학과 유관기관이 협력할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 고등교육 개혁 마스터 플랜과의 연계성 강화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은 단독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등교육개혁의 하위 부문으
로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미연방교육부, 매사추세츠 주정부, 버지니아 주정부 모두
고등교육 개혁과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한 부분으로서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비단 학부교육뿐만 아니라 연구개
발, 학자금 지원,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영역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고등교육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답신과 이를 활용한 문부과학성의
발표를 통해 다른 국가에 비해 정책이 일관성을 띄고 시행되고 있어 마스터 플랜과 세부
사업들의 연계가 강한 편이다. 한편에서는 최근 들어 1990년대에 비해 교육의 대계
(grand design)가 적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치･사회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이 계획･시행되고 있는 점은 일본 교육체제가 가진 장점 중 하나이다. 반
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육역량 강화나 학부교육 선도대학사업이 다른 고등교육
사업과 연계되는 고리를 찾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다양한 고등교육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발휘도 제약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별 고등교육사업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검토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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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의 장기화
대학 전체가 아니라 학문분야별, 특성화된 단위 교육프로그램별로 지원하며, 이 지원
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영국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은 단순히
대학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학문별로 지원하여 여러 대학이 공동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한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대학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성화된 1-2개 프
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학문분야별 지원은 각 학문의 맥락에 맞게 교수학습
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교수학습의 혁신은 각 학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며 해당 전공자와 교육전문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모든 학문영역에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도 중요한 방법이다. 대학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각 대학들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반복하지 않고, 대학의 특성
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자체 개발하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다. 이런 접근은 특히 한국
정부의 대학지원이 대학전체를 평가하고, 대학 전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학
들이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서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복 개발, 지
원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접근법이다. 정부의 지원이 각 대학의 특별한
프로그램 단위로 전환되거나 학문영역 단위로 전환된다면, 대학별 특성화나 대학 간 협
력의 전기가 제공될 것이다.

❏ 정부와 대학 간의 의미있는 역할 분담
대학교육역량 강화에 있어서 정부와 대학의 의미있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영국 대학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다. 정부 기구는 일반적으로 평가를 통
한 재정지원과 전문적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전문성 지표와 교육인증 및 자격프로
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 발굴과 공유 및 우수 사례를 각 대학에서 실
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위 대학
에서 진행하기 힘든 내용으로서 정부기구가 대학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
질적인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대규모, 전체적 사업을 맡아서 우수한 사례가 잘 전파되고,
효과적인 교육결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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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재정 지원 확대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대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연방교육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들도 대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학부교육을 혁신하고 교수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교육역량 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학습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버블
경제가 지나고 일본의 경제상황도 계속 위축되고 있으나, 일본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1년 3월 동북부대지진과 같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육개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교육개혁지원 프로그램의 2012년 예산은 2011년보
다 296억엔이 증가한 791억엔이 책정되었다. 일본정부는 또한, 대학교육에 대한 재원을
국가예산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산학연계와 NPO 구축,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인턴쉽 프
로그램과 각종 커리큘럼 개선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도 인재육성의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교수학습센터들이 교원들의 교수력 향상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
는 데, 앞으로 수업조교들의 교수력 강화와 학생들의 학습력 증진을 위한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수한 교수학습센터의 혁신적인 노력이 전국 대학에 단 기간에 확
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나.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대학 차원
대학교육역량 강화가 대학설립 목적상 중요한 ‘학부중심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적으
로 저명한 ‘연구중심대학’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 책무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역량 강화가 대학 특성을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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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들에서 핵심과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들은 대학교육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과 프로그램들을 모색하려는 우리 정부와 대학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전략적 추진체제 구축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하는 통합관리조직 구성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대학교육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대학 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2011년 US News & World Report가 발표한 최고의 학부교육 랭킹에
서 2위로 선정될 만큼 학부교육에 강점을 가진 마이애미 대학의 경우 ｢5년 전략계획
(Five Year Strategic Goals)｣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학부교육에 대한 비전과 이를 강
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대학들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의 연간업무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학 차원에서 학부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 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하는 통합관리조직 구성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에 이를 전담하는 추진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탠포드에서는 ｢학부교육을 위한 부총장 사무국(The Office
of the Vice Provost for Undergraduate Education: VPUE)｣에서 Bing 해외연수 프
로그램(Bing Overseas Studies Program),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스탠포드 기초연구(Stanford Introductory Studies), 학부생 상담 및 연구
(Undergraduate Advising and Research) 기능을 수행하면서 대학교육 역량 강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버클리 대학에서도 대학평의회(Academic Senate)에서
운영하는 교수위원회(Committee on Teaching)와 ｢교수･학습･학사･교육시설 부총장
(Vice Provost for Teaching, Learning, Academic Planning and Facilities)｣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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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교내의 각종 자원을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대학들은
대학 전체 차원에서는 교무처나 연구처와 같은 행정부서와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같은 센
터를 중심으로 역량강화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및 학과 차원에서는 이를 보
다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구로 대학별로 서포트 센터, 프로젝트 추진센터, 육성
위원회, 지원위원회, 학생지원센터 등의 명칭으로 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부 프로그램별로 교원능력개발(FD)공동체, 수업･교과과정 검토회, 커리어 서포트 센
터 등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국내 대학에서는 교무처에서 학부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
수학습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이나 학부
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들이나 사업 관리를 위해서 대학교육역량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내
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통합관리조직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수역량 강화 체제 개선
❏
❏
❏
❏
❏

수업 지원 인력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교수역량 강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교육우위의 대학문화 확산
강의평가 다원화, 혁신
강의 중심 교수 우대 정책
교수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및 교육자격과정 운영

❏ 수업 지원 인력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교수역량 강화
교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부 수업을 보조하는 ‘대학원 수업조교들’의 강의 역량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미국대학에서는 학
부교육 역량 강화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대학원 수업조교의 수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1~2년 단위의 ｢교
수법 기록(Teaching Transcrip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법 워
크숍 참여, 대학원생들이 담당하는 수업에 대한 전문가 참관, 교수법에 관한 대학원생
자신의 철학을 정리한 문서작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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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공계나 자연계 전공의 경우, 대학원생들이 기초교과목의 강의나 보충수업 등을 실
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들의 수업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업 지원 인력에 대한 훈련과 지원을 강화하여 이
들 인력 활용도를 제고한다면 그 자체가 대학의 교육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수의 교육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다양화
학부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서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검토한 미국 사례들에 알 수 있듯이, 학부교육에 강점을
가진 미국대학들은 교수학습개발원이나 작문센터 등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공통점 외에도 학부교육의 질 향상 과정에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
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강의 상 시상제도 외에도 교수법 혁신, 교
육과정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교수들의 연구
과정에 학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교수 및 학과에 보조금
을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undergraduate research)을 운영하면서 교수, 학과, 학부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캠브리지대학교에서도 교수학습센터에서 교수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
다. ‘캠브리지 공동체’로 불리는 이 교수자공동체는 학내의 다양한 교육문제에 대해 토
론하고, 교육적 사례를 적극 공유하면서, 이 논의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동료 교수
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교수공동체를 통한 교육에 대한 논의와 사례의 확산은 현재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 교수사회의 문화를 교육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 대학의 교수학습센터에서도 이러한 교수커뮤니티가 운영
되고 있는데 이를 대학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교육 질 강화
의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 강의평가 다원화, 혁신
강의평가를 다원화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내 대학에서는
온라인 설문응답형식으로 강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최근에 학기 중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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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을 위한 피드백 제공을 위해서 학기당 강의평가를 2회 실시하는 대학들이 늘어
나고 있다. 반면에, 앞서 살펴본 미국 대학에서는 평가기법을 정교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이애미 대학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 외에
도 동료교수 및 전문가에 의한 강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학생 평가자
들에 의한 전문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포커스 그룹(focus
groups)을 구성하여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소그룹 수업진단(Small-Group
Instructional Diagnosis: SGID)｣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수업관찰법을 훈
련시켜서 학생의 관점에서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생수업 컨설턴트 제도
(Student Consultants on Teaching)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
서는 교수자의 강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료 교수들이 수업에 직적 참관하
여 평가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 학생들의 피드백으로서의 강의평가, 그리고 학과
단위에서의 우수강의 추천 방식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적용함으
로써 강의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강의평가는 학기말뿐만 아니라
학기 초, 학기 중간에도 이루어져서 교수들이 학기 도중에라도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
하여 강의 방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대학의 중요한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는 강의평가의 제도화 자체보다는 강의평가가 어떻게 교수들의 수업개선에 활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강의평가가 수업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
는 학생들의 강의평가도 시기적으로 학기 중에도 실시되어야 하고, 동료교수들의 수업
에 대한 질 높은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이를 제도화할 시점이다.

❏ 강의 중심 교수 우대 정책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는 강의중심 교수의 임용을 통해 연구중심의 대학풍토를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다. 대체로 연구 중심 대학에서 강의 중심 교수는 비중있게 대우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맨체스터 대학교에서는 높은 강의능력을 갖춘 교수들의 비중
을 적극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교수채용과 평가에 있어서 강의실적과 능력을 비중 있게
고려하고, 채용 후에도 교수업적평가에서 연구실적 일부를 강의실적과 능력평가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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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교수가 강의트랙(Teaching Professor)과 연구트랙

(Research Professor)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의트랙과 연구트랙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일한 테뉴어를 보장함으로써 강의를 중시하겠다는 대학 차원의 의지를 강력
하게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도입은 강의교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학 차원에서의 교수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 대학들이 대학교육
의 강화 정책의 하나로 채택 가능한 방안이다.

❏ 교수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및 교육자격과정 운영
영국 대학 교수 프로그램의 특징은 대학 교원을 위한 교수학습자격과정의 운영이다.
각 대학마다 실시되는 자격과정의 내용은 대학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특징
은 단순한 교수법 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전반에 대한 체계적 반성과 자기 평
가, 강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수업에 대한 연구,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피드백을
통한 교수전문성 개발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들도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들
을 통해서 다양한 교원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성과면에서 매우 미
비한 실정이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에 비해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1회적인 성격이 짙어
서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영국의 교수학습
자격과정과 같이 교원이 핵심적 교육역량을 높이는데 요구되는 기본적 프로그램의 틀을
공유하면서 교원의 직위별로 차별화되는 체계화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학습 지원 체제 개선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적용 시기 확대
❏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도입･확대
❏ 학습을 위한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적용 시기 확대
대학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입학 후부터 시작되기 보다는 입학하기 전부
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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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율이 90%에 육박함에 따라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생 간 학업능력 격차가 커지
고 있기 때문에 예비 입학생들을 위한 입학 전 보충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대
부분의 대학에서 전과(轉科)가 폭넓게 허용되어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나 이공계로 진학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전 보충학습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대비 교육이 늘어
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년
별 학생발달 특성과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학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
학업준비도의 부족과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해 중도탈락, 제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입학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주
요 대학들은 이민자 학생, 소수인종 학생, 외국인 학생 등과 같은 소수자 학생들에 특화
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단 학업
지속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 문화를 다양화하고 ‘다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은 여전히 입시경쟁율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정작 학업준비도가 떨어지거나, 부적응 가능성이 높
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하여 대
학교육의 필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중도탈락이나 부적응 등은 적은 편이나, 유
학생 확대정책으로 외국출신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들은 이들의 학교생활 적
응을 돕고 순조롭게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학생 지
원 센터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공계열에서는 기초 학습력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고, 단기대학에서는 취업력 신장에 보
다 중점을 두고 장기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점차 개인
주의화 되어가는 일본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문의 즐거움을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나 삶과 죽음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복지마인드 형성에 관
련된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여, 풍부한 인성을 바탕으로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새로운 시
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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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을 위한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닝 시스템은 학내의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을 구축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피드백을 향상시키고, 상호작용을 위한 커뮤니티의
확산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테크놀로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닝 시스템이 매우 발전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완비된 상태이다. 이전에 단순히 수업을 위한 자
료와 과제를 공유하는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교수들이 상호작용하고, 학생의
학습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고,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학습성과 평가체제 구축
❏ 대학교육역량 강화 노력의 산출물에 대한 평가 방안 개선

❏ 대학교육역량 강화 노력의 산출물에 대한 평가 방안 개선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시
행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졸업률, 취업률로만 대학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보다는, 학
생들이 입학 당시의 역량과 졸업시의 역량을 비교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대학생의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노력은 주립대학들의 책무
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버지니아 대학, 마이애미 대학 등을 비
롯한 다수의 주립대학에서는 학습성과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육역량 사업이 출범되면서 ‘대학교육 성과’
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대학 사회에 확산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
학성과로서 보기에는 불충분한 지표인 ‘취업률’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국내 대학들도 대학생의 학습성과를 전공별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
인 논의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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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 학제 간 교육과정 강화를 통한 교육역량 제고

❏ 학제 간 교육과정 강화를 통한 교육역량 제고
호주 Melbourne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안은 학제 간 교육･연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대학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단, 교육과정위원회(Curriculum Committee)의
보고서 상에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또는 다학제 간(multidisciplinary)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학생들이 전공 영역 외의 다른 영
역의 학위과정을 복수로 이수하거나 처음부터 개설된 학제 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
식으로 Melbourne Model의 breadth component를 실천하고 있음을 전제한다면
Melbourne 사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또는 벤치마킹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을 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학제 간 연구에서 자신의 주 전공 영역이 아닌 영역의 학습을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용어, 연구방법 등을 익히는데 일정 수준 이상
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영역에 입문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대학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브리지 프로그램 또는 집중준비과정 등이다. 또한 학
생들이 새로운 영역에 입문을 위한 준비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도 검사
및 평가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주전공 이수에 익숙한 학생
이나 또는 타 대학에서 학제 간 연구를 위해 다른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옮긴 사례 등
학제 간 교육 및 연구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benchmark standard를 설정하
여 그들의 학습성과가 단일 학문영역을 이수했을 때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야 하
는지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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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 Analysis on University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olicy
Jeung Yun Choi(KEDI)
Jae-Eun Chae(Kyungwon University)
Young-In Seo(KEDI)
Hea-Ree Min(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cademic analysis and political debate on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nd the competition between universities has consistently been explored, it has
precipitated a considerable shift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Many
countries with well-developed education systems have put political effort into
regaining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al role of higher educ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so supported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roject(ECEP) of universities since 2008. This has served as a momentum to
switch the focus of national policy from research-based universities to
education-based universities and student-centered education.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and universities have acknowledged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al functions and have sought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there still seemed to be a long way to go. At this point, it was worth
looking at the educ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in other leading counties
where they have already been concerned with these issues in order to address
potential challenges on the ECEP of universities’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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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outline thought-provoking implications by
synthetically and thematically examining the other cases of national policies
and best practices of universities in terms of teaching quality in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trend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chosen in the following manners: the United States, where
university autonomy is high; Australia and England, where the government has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and the control of higher
education policy; Germany, where the reform of higher education has been
promoted based on well-established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nd Japan,
which has a similar political environment to South Korea. Systematically
comparing the specific higher education policies in each country enabled us to
take a realistic look at any patterns which may emerge in the changes in higher
education and to identify the various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se possible
differences. The ke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development of an analytic criteria for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of universitie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of
universities was defined as the contributing factors that have an impact on
improv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analysis were also designed to
examine the policies and programmes aimed at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capacity that is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It has attempted
to categorize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on academic
achievement once setting the input-process-output matrix, which is widely
used as theoretical criteria for educational policies. From the results, educational
programs, learning support system, faculty competence development, and an
assessment system for learning outcomes have been identified as the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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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that affect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of universities, and
these factors were accounted for in the analysis criteria.

❏ The trends in government policies of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of universities in the countries
In chapter 4, the research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policies of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of universities that has implemented at
government level in all five countrie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governments have played a fundamental role in strengthening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of universities despite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and
scope of the role of governments, and the diversity of national systems and
higher education policy in these countries. Secondly,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policies have confirmed the necessity of government involvement. It has
shown that governments were supportive in addressing challenges and problems
that university could not handle alone. In addition to this, governments have
built a systematic network of services between universiti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and have encouraged competition among the universities. Thirdly,
the areas that governments are involved in have been noticeably identified,
which are the evaluation of Quality Assurance System,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for entering higher education, the improvement in teachinglearning programme, and the fostering a specific discipline. Fourthly,
governments have directly provided financial support for universities in order to
reinforce higher education. However, interestingly, government-funded projects
that were implemented in these countries have had differences in their method
of operation and the details of the projects with the case of Korea.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financially supported single university, other countries
have maintained the department within a university(England), the alli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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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and secondary level of educational setting(United States), a
consortium consisted of several universities(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a
consortium that a university cooperates with research institute and other
organizations(United States and Germany).

❏ The trends in institutional policies of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of universities in the countries
In Chapter 5, the research study highlighted noteworthy policies and
programmes on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of universities at
university level. Altogether, 23 universities were analyzed; 6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4 universities in England, 4 universities in Australia, 7
universities in Japan, and 1 university in Germany. The cases of each
university’s distinguish points have been ob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four
following areas: educational programme, student learning support systems,
enhancing faculty competence, and the assessment of learning outcomes.

▮ The educational programme
The reforms of the educational programme were polarized by the introduction
of a curriculum that focuses on the basic learning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 introduction of a curriculum that considers the social and economic
suitability for a student’s future career. The former has included such
programmes as humanities studies and writing and speaking course etc; the
latter has taken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student’s knowledge and skills
that are required in the labour marke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society.

▮ Student Learn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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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becomes apparent that learning support in these countries has been
specialized and segmente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they
offered several courses on learning problems clinic, communication skills
including effective writing and speaking development.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learning support systems has been gradually expanded. It was not
only for enrolled students, but also for college-bound students by allowing
them to have a solid background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at high school
level.

▮ Faculty development
The countries have also accelerated faculty development in common. The
contents and the subjects of the faculty development programme have been
expanded and specialized. In the past, it had provided for the group of professor,
however, it has increasingly also covered teaching assistants, part-time
lecturers, research professors, and even staff. The structure of the programmes
have also covered broad issues such as faculty education, seminars, and
consulting, as well as special issues such as self-examin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studies on teaching methods. It has commonly been observed
that by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teaching assistants and lecturers countries
have tried to reduce the work burden of professors.

▮ The assessment of academic outcomes
As the great importance of education has been widely recogniz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sistance has also been expanded. In light of this, the
accountability of higher education assessment on academic outcomes has been
centered on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olicy. It has been shown
that although the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academic outcomes vari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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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to university, universities have set up the basic criteria and put
every effort into implementing these

accordingly. Furthermore, through a

number of seminars on the assessment method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related organization, they have attempted to monitor

their

Educational Capacity.

❏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ults, there were a number of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at the national level: ‘the necessity of government involvement’,

‘reconstruction of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roject(ECEP) of
universities’, and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roject(ECEP) of universities’. At the university level,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system of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roject(ECEP) of universities, the improvement of Teaching Competence, the
enhancement of system on Learning Support for students, the development of
the assessment of academic outcomes, an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ogramme quality were discussed. To conclude, it should be noted that policies
implemented in diverse cultural, political, and societal contexts have produced
different outcomes and results, and these diversities were still very important.
Furthermore, although this was a given fact, a number of studies on higher
education still tended to focus on research-based education. More studies were
needed on education–based universities and the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roject(ECEP) of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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