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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는 교육학의 한 분야인 교육공학에서 국내 저명한
권위자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교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
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교수로서의 삶인지를 함께 진솔하
게 나누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심오한 학문적 이론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수법 실천 강령이나 지침서이므로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아이디어를 얻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저자가 이 책을 지침서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책은 수업을
계획하고 교수법을 고민하고 있는 교수라면 신임 교수 또는 경력

이 책의 제목에서 짐작하건대, 저자는 강의를 알차게 하면서도

교수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생과의 만남은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는 교수들에게 강의기술

제1장과 제2장의 자기 점검․ 자기 발견에서는 교수의 역할은

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교육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단단하게 만들

무엇이고, 학생과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수 있는 방법과 학생과 교수의 관계라는 틀, 즉 하드웨어를 부드

제3장에서 제6장까지는 표현능력과 전달기술에 대하여 언급하

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를 원하였으리라 짐작한다.

고 있다. 이 장에서는 표현능력과 관련한 언어표현방법, 몸동작뿐

한 가지 더, 책으로 뿐 아니라 추후에 저자가 개최하는 교수법

아니라 점검표도 포함되어 있어 스스로 강의습관을 점검해 볼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참석하여 보시기를

수도 있다. 또한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동기 부여 방법, 강의

추천한다. 세미나 자체가 교수법의 축소판이 될 것이므로 좋은

준비 방법 및 수업시간에 질문하고 질문 받는 방법을 활용하기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쉽게 정리해 두었다. 제7장에서 제9장까지는 건축가가 집을 짓듯
이 교수가 어떻게 좋은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였는데, 수업을 계획하는 절차,
강의계획서를 만드는 세부적인 방법, 강의 슬라이드 제작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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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10장부터 제15장까지는 학습자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양식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강의방법, 즉 강의법, 토의법, 팀티칭, 문제바탕학습, 사이버수업
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제16장에서 제18장까지는 상담자로서 교수의 역할에 도움
을 주는 대화 잘하기와 상담기술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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