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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실무자의 직무수행 역량 요
인은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규명하였다. 이들 직무역량을 기초로 하여 대전․충남지역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무자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은 기초역량, 기획․
분석역량, 프로젝트 운영관리역량, 평가역량 등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직무 역량에서 실무자가 지각하는 가장 높은 요
인은 다음과 같다. 기초역량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태도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기획․분석 역량에서는 수업분석 및 컨
설팅, 운영관리역량에서는 인력관리 그리고 평가역량에서는 매체효과성평가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
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job competence of the staff at th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CTL) in 
university and to find out the level of job competence, which has been asked to the staff of the CTL. For that, 
the factor of the job competence, whichis required of the staff of the CTL, was inquir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job competence, this study examined the required job competence of the staff in Daejeon 
city and Chungnam provinc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job competence required of staff are thebasic job 
competence, planning-analysis job competence, management job competence for the project, and evaluation job 
competence. The first factor in basic job competence is the attitude tochange and innovation. In the 
planning-analysis job competence, the first factor is an analysis and consultation of instruction. In managing the 
job competence for the project, the first factor is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first factor in 
evaluating the job competence is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a. Therefore, to revitalize the 
CTL, there is a need to organize an expert pool, plan and support program that is suitabl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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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10여 년 동안 교수학습센터(CTL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이하 CTL로 용어 통일)는 양적
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양적 성장 배경으

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학교육개혁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대학에서의 강의평가제도 확산을 일차
적 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CTL 설립의 보다 구체적인 
배경으로는 대학종합평가를 들 수 있다. 또한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수 개발(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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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연수 프로그램은 초창기 CTL 프로그램의 
모델이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1].

그 동안 많은 대학들이 CTL을 설립, 운영하는 가운데 
여러 쟁점 및 문제점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을 모색하여 왔다[2,3].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쟁점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정체성 모색에 관한 것이다. 대다수의 
CTL은 대학 차원의 고유한 필요에 근거하여 설립되기
보다 대학종합평가 등 외부의 변화 압력에 의해 설립되
었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각 대학의 사명이나 특성에 부합된 기능과 역할을 모색
하고, 비전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1].

둘째, 학내 인식 부족에 관한 것이다. 특히 학내 교수
들이 CTL의 중요성과 CTL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CTL
의 설립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수들이 필요성
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수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분석, 반영
하기 위한 요구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차원의 지원 미비에 관한 것이다. 많은 선
행연구에서는 대학 차원의 관심 및 지원 여하, 즉 대학
의 리더십이 CTL의 정체성 구축, 역할 확대 등에 상당
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4]. 따라서 총장을 비롯한 
대학지도부와 센터장이 교육개혁 전략 하에서 조직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정책, 예산, 인력 
지원 하에, 소통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만 CTL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넷째,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에 관한 것이다. CTL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인력을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CTL
를 담당할 적합한 교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실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CTL의 센터장과 실무진
의 근무 기간이 짧아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배양에 어
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실무진의 경우 신분 및 고용 불
안이 문제시 되고 있다. 염민호, 김현정[1]의 연구 결과
를 보면 실제 실무자들의 계약 단위는 1년 단위로 갱신
하는 경우가 40%였으며,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TL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개발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전문 인력이 충분히 배치
되지 않고,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하다보면 만족스러운 프로그

램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대학 CTL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내 구
성원의 인식부족, 대학 본부 지원의 미흡, 센터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 등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특히 CTL 실무자
의 전문성 부족은 운영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평가 
등 일련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CTL 실무자의 전문성 즉 직
무역할에 따른 직무역량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향상시
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CTL 실
무자의 직무역량 규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CTL 실무자의 직무역량을 
규명하고, 직무역량 수준을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하
여 CTL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 대학 CTL의 기능과 역할

대학 CTL의 기능과 역할은 대학의 문화와 상황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대학
의 CTL는 기본적으로 교수개발, 학습지원, 교육매체 지
원, 교육개발 지원 등의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하는 전담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각 대학의 CTL의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 조형정, 김명랑, 엄미리[2]는 국
내 52개 대학의 CTL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조사
한 후, 교수, 학습, 이러닝, 교수매체 등 네 영역으로 구
분하였으며, 해외 28개 대학의 프로그램을 조사한 후 이
를 교수, 학습, 측정 및 평가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염
민호, 김현정[1]은 87개 대학의 CTL의 프로그램을 조사
한 후, 이를 교수 지원 프로그램, 학생 지원 프로그램, 이
러닝 지원 프로그램,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 교육정책 관
련 연구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CTL에서 운영되고 있
는 프로그램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TL 설립 초기 목적에 따라 교수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교수의 교육력 향상이며, 지금까지도 교
수 대상 프로그램은 CTL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
리 잡고 있다. 특히 교수법 워크숍과 신임교수 오리엔테
이션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CTL 운영 초창기에는 미흡하였던 교수 대상 간담회, 교
수 공동체 운영 등 교수들이 직접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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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설립 초반에는 CTL에서 교수의 교수력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조사에서는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던 학교가 78%였던 반면, 2008년 조사에서는 93%로 증
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1]. 특히 학습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점차 학점 교과목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대학의 조직 구성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르지만 
CTL 가운데 89% 이상이 이러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세부 서비스로는 학내 LMS 운영, 이러닝 콘
텐츠 개발, 온라인 교수법 강좌, 이러닝 팁스 제공 등이 
있다[1].

마지막으로, 대학의 교수-학습 효과성 평가 및 재교육
을 위한 체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측정 및 
평가 서비스는 해외 대학의 CTL에서 특성화되어 제공
되고 서비스 영역이다[1]. 여기에는 강의 평가, 교수자 
평가,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프로그램 평가, 학생 평가, 
교육환경 평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학교육 발전을 정
책 연구 및 방향 제시를 위한 CTL의 역할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 증대에 따라 적합한 전문 인
력 배치 및 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2 CTL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

2.2.1 직무역량 관련 선행연구

역량의 개념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
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Spencer & 
Spencer[5]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
적 특성이라고 간주하고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의 역
량을 동기, 특성, 자아개념, 지식, 기술 등 5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반면에 Dubois[6]는 역량을 개인이 수행
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 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 기준
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
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라고 정
의하였다. 

Spencer & Spencer[5]는 역량의 개념을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보며, Dubois[6]는 직무와 그에 따른 활동으로 
역량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전자를 직무분석적 접근, 후
자를 주요 특성적 접근, 전자와 후자를 절충한 방법인 
상황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관점에서 
보면 직무역량이란 조직 내에서 맡겨진 역할수행에 필
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종합적인 능력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직무분석
적 접근의 정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직무역할에 따른 역량 관련 연구는 주로 초중
등교사, 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 HRD 담당자 등의 역
할과 직무역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7,8,9,10]. 본 연
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과 유사한 HRD 담당자
의 역량모델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McLagan[8]은 HRD 실천모델 연구에서 HRD 
담당자의 역할 11개와 직무역량 35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역할은 평가자, 강사·촉진자, 인적자원개발 교재
개발자, 인적자원개발 관리자, 요구분석가, 프로그램설
계자, 운영자, 개인능력개발, 상담자, 판매자, 조직변화 
촉진자, 연구자 등이다. 35개 직무역량은 크게 기술적 
역량, 경영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지적 역량 등 4개
의 역량군으로 구분된다. 기술적 역량은 교육운영자로서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에 관한 것이며, 경영관리 역량
은 경영, 경제, 행정 등 경영관리에 관한 기초능력을 말
하며, 대인관계 역량은 타인과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지적 역량
은 논리적 사고를 위해 관련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능
력을 말한다. 

Rothwell[10]은 HRD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분석적 역
량, 사업역량, 전문역량, 리더십 역량, 대인역량, 기술역
량 등 6개의 역량군에 따라 총 52개의 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 Piskurich & Sanders[9]는 McLagan[8]이 제시한 
HRD 실천모형에서 제시한 11개의 역할과 Rothwell[10]
이 인간수행 향상을 위하여 제시한 4개의 역할을 을 기
초로 하여 역할 8개와 직무역량 31개를 제시하였다. 이
들이 제시한 역할은 조직변화 촉진자, 평가자, 강사, 수
행가, 개발자, 설계자, 분석가, HRD 관리자 등이다. 31
개 직무역량은 크게 공통 역량, 학습관리 역량, 전달매체
활용 역량, 프레젠테이션 매체 활용역량의 4개 역량군으
로 구분된다. 공통 역량은 HRD 담당자가 교육훈련 담당
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능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기
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대인관계 등에 관련된 역량
으로써 HRD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으
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
이다. 학습관리 역량은  다양한 교육훈련에 적합한 학습
공학을 선정하고, 학습내용을 설계하며, 관리, 운용, 평
가하는 역량이다. 전달매체 활용역량은 케이블TV, 
CD-ROM, 전자메일, 인터넷, 위성TV 원격학습 등과 같
은 다양한 전달매체 가운데 적정한 학습매체를 선정하
여 활용하는 역량이다. 매체 활용역량은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능력에 관
한 것으로 주로 전자교재, 오디오, 멀티미디어,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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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Job Competence 
(Eom, 2008)

McLagan
(1989)

Piskurich 
& Sanders 
(1998)

Bernthal 
외(2004)

Nora
(2001)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Skills

✔ ✔ ✔ ✔

Application of T
heory and Research ✔ ✔ ✔

The Grinding of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the Field

✔ ✔ ✔ ✔

Research 
Methodology ✔ ✔ ✔ ✔

Application ✔ ✔

Creativity ✔ ✔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 ✔

Understanding of 
E-learning ✔ ✔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Ethics and 
Responsibility

Learner Needs Analysis ✔ ✔ ✔

Curriculum 
Development 
Strategies

✔ ✔ ✔

Decisions and 
Analyze Learning 
Content

✔ ✔

Learner Characteristics 
Analysis ✔ ✔ ✔ ✔

Environmental 
Analysis ✔ ✔

Technology Analysis ✔ ✔ ✔

Design / Development 
Model Selection 
and Modification

✔ ✔

Design of Learning 
Content and 
Teaching Strategies

✔

Selecting and 
Modifying Existing 
Teaching Materials

✔ ✔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 ✔

Prototype 
Development ✔

Instructional Design 
Consider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

Storyboard Creation

Manual Writing ✔

I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 ✔ ✔

[Table 1] The general job competence of the staff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프레젠테이션 매체 활용역량을 
말한다.

한편 Bernthal 외[7]는 HRD 담당자의 역할로 학습전
략가,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젝트 관리자, 직무 전문가 
등 4개를 제시하고, 3개 역량군으로 사업/관리 역량, 대
인관계 역량, 개인 역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관리 
역량은 니즈분석과 솔루션제시, 사업통찰력, 결과도출, 
과제의 계획과 실행, 전략적 사고 등 5개 역량으로, 대인
관계 역량은 신뢰구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이해당
사자에 대한 영향력, 다양성 추구, 네트워크 구축과 동반
자 관계유지 등 5개 역량이며, 개인역량 군은 적응력 발
휘와 개인개발 모델 활용 등 2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Nora[11]는 HRD 담당자의 3개 역량군으로 변화관리, 
직장개발, 의사소통 등으로 구분하고 다시 54개 역량으
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RDODCI(The HumanResource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Inventory)이다.

이영민[12]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
는 종사자 108명을 대상으로 기관업무 수행에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교수설계역량을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학습내용 과정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기, 프로그램
을 적용할 대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프로그램이 적
용될 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기, 수업매체 특성 분석하기 
등을 평생교육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수설계역량이
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
키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연구능력 적용하기, 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법적 문제 파악하기, 새로운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기 등을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았다.

강경종[13]은 이러닝 교수설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군으로 교수-학습기획, 교수-학습 및 설계,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관리 등 4개군으로 구분하고 30개 역량으로 
세분하였으며, 엄미리[14]는 강경종[13]의 연구를 확장
하여 역량군으로 기초역량, 기획 및 분석, 설계 및 개발, 
활용 및 관리, 평가 등 5개군으로 구분하고 3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기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CTL 
실무자의 직무역량 요인 탐색을 위해 공통적인 역량요
인을 체크하였다. 기본적인 역량군과 역량요인의 구성은 
엄미리[14]의 이러닝 교수설계자 역량을 참조하였다. 그 
결과 아래 [Table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역량요인들이 중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CTL
의 직무특성을 고려한다면 다른 선행연구물에서 제시한 
역량 즉 사업이해, 성인학습의 이해, 평가역량 등을 추가
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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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Job Competence

Basic 

Competence

Understanding of Adult Learning 
Understanding of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Application of Research Methodology 
Creativity 
Systematic Thinking, Computer Utilization 
Ability, 
Information Ethics 
Job Responsibilities 
Consul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Writing Skills 
Presentation Skills

Strategy/

Analysis

Competence

University Policy Analysis 
Understanding of Business 
Business Plan Creation 
Learner Needs Analysis 
Instructor Needs Analysis 
Learner Characteristics Analysis 
Instructor Characteristics Analysis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 
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Technology Analysis 
Understanding of E-learning 
E-learning media Production

[Table 2] The job competence of the staff in CTL

Area Job Competence

Project

Operation/

Management

Competence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Observation Skills 
People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Information and Evaluation Results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Facilities Management 
Effective Use of Outcomes

Evaluation

Competence

Assessment Strategies Planning 
Project Effectiveness Evaluation 
Learning Effectiveness Evaluation 
Media Effectiveness Evaluation

Strategy/Analysis Competence

Business Plan Creation
mod

ify

Program Planning 

Ability

Learner Characteristics 

Analysis
Elimination

Instructor Characteristics 

Analysis

Addition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Learner Counseling 

Skills

[Table 4] Strategy/Analysis Competence adjustment

Researchers

Job Competence 
(Eom, 2008)

McLagan
(1989)

Piskurich 
& Sanders 
(1998)

Bernthal 
외(2004)

Nora
(2001)

Human Resources 
Management

✔ ✔ ✔

Information and 
Evaluation Result 
Management

✔

System Management ✔

Effective Use of 
Outcomes

✔ ✔

Evaluation Strategy 
Planning

✔ ✔

Content 
Effectiveness ✔

Project Effectiveness ✔ ✔

Teaching Materials 
Effectiveness ✔ ✔

2.2.2 CTL 실무자 직무역량

CTL 실무자의 직무 역량군과 세부 역량요인을 추출
하기 위해 엄미리[14]의 연구를 기본적으로 고려하였으
며, 선행연구물[7,8,11,9,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역
량요인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량요인을 추가, 
보완하였다. 1차적으로 정리된 CTL 실무자 직무역량은 
다음 Table 2과 같다.

1차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상정된 직무역량이 실제
로 CTL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의 역량과 일치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대전 소재 C대학과 D대학의 CTL 연
구교수 2명과 실무자 2명의 검토를 거쳤다. 먼저 4개 역
량군에 대해서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역
량군을 수정하지 않았으며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된 세
부 직무역량은 다음과 같다.

Basic Competence

Understanding of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mod

ify

Understanding of 

Teaching and 

Learning Traits

Application of Research 
Methodology, 

Applic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Creativity,

EliminationSystematic Thinking, 

Consulting,

Addition
Attitude of Change and 

Innovation

[Table 3] Basic Competenc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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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Job Competence

Basic 

Competence

Understanding of Adult Learning 

Understanding of Teaching and Learning 

Traits 

Applic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Computer Utilization Ability 

Information Ethics 

Job Responsibilit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Document Writing Skills 

Attitude of Change and Innovation

[Table 7] The conformed job competence of the staff in 

CTL 

Area Job Competence

Strategy/

Analysis

Competence

University Policy Analysis 

Program Planning Ability 

Learner Needs Analysis 

Instructor Needs Analysis 

Class Analysis and Consulting,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 

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Learner Counseling Skills 

Understanding of E-learning

E-learning media Production

Project

Operation/

Management

Competence

Project Management, Performance 

Observation Skills 

People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Information and Evaluation Results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Facilities Management 

Budget Management 

Administrative Processing Ability 

Effective Use of Outcome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learning 

Courses

Evaluation

Competence

Assessment Strategies Planning 

Project Effectiveness Evaluation 

Learning Effectiveness Evaluation 

Media Effectiveness Evaluation 

Project Costs Operational Assessment

Project Operation/Management Competence

Addition

Management, Budget 

Management

Administrative 

Processing Ability

[Table 5] Project Operation/Management Competence 

adjustment

Evaluation Competence

Evaluation

Competence

Project Costs 

Operational 

Assessment

[Table 6] Evaluation Competence adjustment

기초역량의 경우 Table 3와 같이, 교수학습모형의 이
해 대신 교수학습의 특성이해로, 연구방법론 적용은 교
수학습방법론 적용으로, 작문기술은 문서작성능력으로 
수정되었으며, 창의성과 체계적 사고, 컨설팅, 발표기술
은 기초역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참조하여 제거
되었고 추가된 역량요인은 변화와 혁신의 태도이다. 

기획/분석 역량의 경우 Table 4과 같이, 사업계획서 
작성은 프로그램 기획력으로 수정되었으며, 사업이해, 
학습자/교수자 특성분석은 제거되었고 자료처리 및 분
석, 학습자 상담능력이 추가되었다. 

프로젝트 운영/관리 역량의 경우 Table 5과 같이, 예
산관리와 행정처리능력이 추가되었으며, 평가역량에서
는 Table 6와 같이 사업비 운영평가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CTL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된 직무역량군은 Table 7과 같이 4개이며, 세부 역량요
인은 36개이다.

3. 연구방법 및 결과

3.1 조사 대상 및 방법

3.1.1 조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
는 대전·충남권역 4년제 대학의 CTL 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수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8일부터 2013년 
4월 19일 까지 2주일의 설문기간이었고, 우편방식을 통
해 단위 학교별로 1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2부가 
회송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2부를 제외하여 총 
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1.2 CTL 실무자 직무역량의 측정 및 요구도 

분석

최종 확정된 CTL 실무자의 직무 역량군은 4개이며, 
세부 역량 요인은 36개이다(Table 7 참고)., CTL 실무자
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중요도)와 현장에서 실행
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실행도)를 Likert 5점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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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Factor
N

Importance execution
Importance

-execution t need
Pr-

iority
M SD M SD M SD

Understandi
ng of Adult 
Learning

68 3.72 0.75 3.19 0.74 0.53 1.03 4.15*** 1.97 7

[Table 8] The basic job competence of the staff in CTL

Competence 

Factor
N

Importance execution
Importance

-execution t need
Pr-

iority
M SD M SD M SD

Understandi
ng of 
Teaching 
and 
Learning 
Traits

68 4.15 0.58 3.53 0.74 0.62 0.81 5.44*** 2.57 3

Applic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68 3.99 0.66 3.35 0.82 0.63 0.95 5.01*** 2.51 5

Computer 
Utilization 
Ability

67 3.87 0.69 3.52 0.70 0.34 0.93　2.91** 1.32 8

Information 
Ethics

68 3.91 0.81 3.31 0.82 0.60 1.01　4.29
***

2.35 6

Job 
Responsibili
ties

67 4.36 0.57 3.60 0.82 0.76 0.94 6.23
***

3.31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66 4.11 0.70 3.48 0.83 0.62 0.96 4.71*** 2.55 4

Document 
Writing 
Skills

66 3.88 0.71 3.61 0.74 0.27 0.95　2.14
*

1.05 9

Attitude of 
Change and 
Innovation

66 4.20 0.66 3.41 0.76 0.79 0.83　6.38*** 3.32 1

*
p<.05, 

**
p<.01, 

***
p<.001

사용하여 자기보고식 응답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CTL 실무자의 직무역량 요구도는 
Borich[15]의 교육요구도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하
였다(Fig 1 참고). Borich의 교육요구도 분석은 요구되는 
능력수준(Required Competence Level)과 현재의 능력수
준(Present Competence Level)의 차를 각 사례마다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결과 값의 범위가 넓어져 항목들 간의 
변별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Degree of

Educational Need

×

[Fig. 1] Borich(1980) 공식

- RCL(Required Competence Level): 요구되는 역량 
수준

- PCL(Present Competence Level): 현재의 역량 수준
- : 요구되는 역량 수준의 평균값
- N : 전체 사례수

3.2 CTL 실무자의 직무역량별 요구도

3.2.1 CTL 실무자의 기초역량

대학 CTL 실무자들의 기초역량에 대한 요구수준에 
해당하는 중요도 인식 수준과 현재 실행 수준과의 차이
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CTL 종사자
들은 그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
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역량 영역에서 요구
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변화와 혁신의 태도’와 ‘직무
책임성’이 가장 높았으며, ‘성인학습의 이해’와 ‘문서작
성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은 낮았다. 이는 CTL 실무자
들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초역량 가운데 전문성과 
기술적인 요인에서는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으나 책무성 
등의 직무역량에서는 부족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CTL 실무자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태도’와 ‘직무책임
성’에 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3.2.2 CTL 실무자의 기획/분석 역량

대학 CTL 실무자들의 기획/분석 역량에 대한 필요수
준에 해당하는 중요도와 CTL 실무자의 현재 역량수준
에 해당하는 실행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참조). 즉, 실무자의 기획 및 분석에 관한 직무수행 역량
은 요구되는 중요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획 및 분
석 역량 하위요인의  요구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수
업분석 및 컨설팅’, ‘교수자 요구분석’, ‘프로그램 기획
력’, ‘학습자 상담 능력’, ‘학습자 요구분석’, ‘교수자료개
발’, ‘학습자료 개발’ 등 교수-학습관련 요인들의 요구도
가 높게 나타났고, ‘대학정책분석’, ‘자료처리 및 분석’, 
‘이러닝 매체제작’ 등의 역량요인에 관한 요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CTL에서는 교수‧학습 활동
과 관련된 업무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이를 잘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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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Factor
N

Importance execution
Importance-
execution t need

Prio

rity
M SD M SD M SD

University 
Policy 
Analysis

68 3.68 0.78 3.15 0.70 0.53 0.95 4.17
***

1.95 9

Program 
Planning 
Ability

68 4.25 0.58 3.47 0.74 0.78 0.79 6.84*** 3.32 3

Learner 
Needs 
Analysis

67 4.19 0.61 3.48 0.75 0.72 0.74　6.01*** 3.02 5

Instructor 
Needs 
Analysis

67 4.16 0.67 3.34 0.69 0.82 0.83 6.98
***

3.41 2

Class 
Analysis and 
Consulting

68 4.07 0.70 3.13 0.75 0.94 0.93 7.56*** 3.83 1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

68 4.03 0.75 3.29 0.75 0.74 0.87 5.75*** 2.98 6

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68 4.03 0.69 3.32 0.72 0.71 0.94 5.87
***

2.86 7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68 3.93 0.68 3.44 0.82 0.49 0.97　3.79*** 1.93 10

Learner 
Counseling 
Skills

68 4.12 0.66 3.38 0.90 0.74 0.82　5.47*** 3.05 4

Understanding 
of E-learning

68 3.91 0.59 3.32 0.84 0.59 0.89　4.74
***

2.31 8

E-learning 
media 
Production

68 3.85 0.65 3.46 0.89 0.4 0.85　2.92
**

1.54 11

*p<.05, **p<.01, ***p<.001

[Table 9] The planning-analysis job competence of the 

staff in CTL

3.2.3 CTL 실무자의 프로젝트 운영/관리 역량

학 CTL 실무자들의 로젝트 운   리 

역의 직무 수행은 ‘시설 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도와 실행도간에 차이가 있었다(Table 10 참

조). 이는 로젝트 운  리 역량이 제 로 발휘되

기 해서는 이들 역량을 함양시키기 한 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한 로젝트 운   리의

하 요인별 요구도 우선순 에서는 ‘인력 리’와 ‘갈

등 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CTL 실무자

의 ‘인력 리’와 ‘갈등 리’ 역량 함양을 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Competence 

Factor
N

Importance execution

Importanc

e-ex-

ecution
t need

Prio

rity

M SD M SD M SD

Project 
Management

68 4.09 0.66 3.51 0.61 0.57 0.80　5.32
***

2.33 7　

Performance 
Observation 
Skills

68 4.04 0.61 3.38 0.57 0.66 0.77　6.52*** 2.67 3　

People 
Management

68 4.03 0.75 3.15 0.87 0.88 1.15　6.44
***

3.55 1

Conflict 
Management

68 4.07 0.72 3.25 0.74 0.82 1.05 　6.55
***

3.34 2　

Information 
and 
Evaluation 
Results 
Management

66 4.12 0.65 3.53 0.81 0.59 0.88　4.62
***

2.43 5

System 
Management

69 4.09 0.72 3.61 0.83 0.48 0.83　3.63
***

1.96 9

Facilities 
Management

69 3.77 0.81 3.55 0.74 0.22 0.73　1.67 0.83 11

Budget 
Management

68 4.04 0.85 3.75 0.76 0.29 0.88　2.10* 1.17 10

Administrative 
Processing 
Ability

69 4.17 0.64 3.67 0.68 0.51 0.80　4.45
***

2.13 8

Effective Use 
of Outcomes

69 4.09 0.72 3.49 0.63 0.59 0.83 5.21*** 2.41 6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learning 
Courses

69 4.03 0.73 3.39 0.83 0.64 1.01 4.81
***

2.58 4

*
p<.05, 

**
p<.01, 

***
p<.001

[Table 10] The management job competence of the staff 

in CTL

3.2.4 CTL 실무자의 평가역량

대학 CTL 실무자들의 평가 역량에 대한 필요수준에 
해당하는 중요도와 현재 수준에 해당하는 실행도에 있
어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참조). 즉, 실무자가 현
장에서 인식하는 평가에 관한 직무수행 역량이 요구되
는 중요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평가 역량의 요구도 우선순위는 
‘매체효과성 평가’, ‘프로젝트 효과성 평가’, ‘학습효과성 
평가’, ‘평가전략 수립 평가’, ‘사업비 운영 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즉 CTL 실무자들이 평가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매체에 관한 
효과성 평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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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Factor
N

Importanc

e
execution

Importance-

execution t need
Prio

rity
M SD M SD M SD

Assessment 
Strategies 
Planning

70 3.96 0.69 3.41 0.65 0.54 0.83　4.85
***

2.14 4

Project 
Effectiveness 
Evaluation

70 4.04 0.65 3.43 0.75 0.61 0.80　5.14*** 2.46 2

Learning 
Effectiveness 
Evaluation

70 4.10 0.62 3.54 0.65 0.56 0.74　5.22
***

2.30 3

Media 
Effectiveness 
Evaluation

70 3.93 0.67 3.29 0.68 0.64 0.85　5.61*** 2.52 1

Project Costs 
Operational 
Assessment

70 3.90 0.73 3.41 0.84 0.49 0.96　3.68
***

1.91 5

[Table 11] The evaluation job competence of the staff in 

CTL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CTL종사자의 직무수행역량이 
무엇이고,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수행 역량 수준
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대학 CTL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 역량은 기초역량, 기획 및 분석 역량, 
프로젝트 운영 관리 역량, 평가 역량 등 4개의 역량으로 
구성되며,  36개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직
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수준과 필요한 역량 보유 수준 간
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무자의 직무역량 함
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야 한다.

CTL 종사자의 직무능력은 학내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 뿐 아니라 대학 간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도 신장될 수 있다. 대학 간 협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대학의 CTL에 관한 정보공유 활동을 활성화하
여야 한다.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에서는 지역별 CTL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CTL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풀 구성 
및 센터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교육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특성에 기초한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학의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대학의 여건, 설립목
적 등 대학 고유의 환경여건이 유사한 대학들을 그룹화 
하여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활용체제를 구축한다. 이

러한 학습공동체 경험 과정은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직무역할의 명세화하고, 직무역량 체크리스트
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직무역할에 따른 역량을 구
분하여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
무역할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전문 자격증을 부여하여 직무 역량 향상 
동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CTL의 안정적인 정착 및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실무자의 직무역할(교수지원, 학
습지원, 이러닝, 매체지원, 정책 및 평가)에 따라 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함
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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