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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AHELO)은 대학생의 인지능력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질
적 수준에 대한 실증 정보를 산출하고, 대학의 교육-학습 역량을 개선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
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라는 전례없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OECD 사업본부는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대학생 대상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과 무선표집 등 평가실행 측면의 실현가
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실행가능성 평가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반핵심능력, 공학, 경제학 등 세 개의 평가영역 가운데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참여한 우리나라
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평가도구개발-평가환경조성-평가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OECD 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 원만히 추진하였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사업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작된 본 연구는 5차년도인 금년에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고등교육 관계자들에게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에 필요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요 목
적을 두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OECD AHELO 본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동 연구결과가 정부 또는 대학 차원에서 대학교육 질 관리 방안을 구상하
고 교수학습 개선 방안을 설계할 때 유용한 정보원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대학 관계자들과 고등교육 전문가들에게 감
사드린다. 끝으로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가운데서도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연구를 수
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3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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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대학의 질과 교육성과의 중요성, 성과 평가의 어려움은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
제이자 도전과제이다. AHELO 사업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상호 협력하여
이러한 국제 공통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OECD AHELO 사업은 국제
적으로 비교 가능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교육의 질과 성과에 대한 타당하고 신
뢰로운 정보를 산출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OECD AHELO 사업은 평가참여자의 범위와 특성, 평가목적, 평가내용과 방법, 평가결과
산출되는 정보의 수준과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국내외 대학평가와는 크게 차별화된다. 이처럼 전례
를 찾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난제와 도전에 직면한 OECD는 본사업에 앞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고등교육 학습성과 국제비교평가의 과학적･실행적 측면
의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OECD AHELO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실행가능성 평가 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정해 동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AHELO 실행가
능성 평가와 관련한 국내외 사업을 지원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5개년 연구의 최종 단계인 2013년도 연구의 주요 과업은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고등교육 관계자들에게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에 필요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
히 AHELO 본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한 국가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세부 연구 내용을 각 장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경과와 결과를 국제 차원에서 개관하였다. AHELO 사
업 추진 배경, 평가 설계 및 추진 체제 구축, 평가도구 개발, 평가 실행 등 주요 단계별로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조망하였다. 특히 Ⅱ장 3절에 수록된 공학 분야에서 사용된
평가 틀과 평가도구에 관한 사항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AHELO 본사업 준비뿐만 아니라 국제공학교육 인증 차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사업본
부는 평가도구의 과학적 타당성과 평가 실행 측면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실행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Ⅱ장 4절과 5절에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4년 간 국내에서 수행된 모든 과업을 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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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참여대학 선정을 포함한 사업추진체제 구축, 평가도구 개발, 참여학생 및 교
수 표집 과정, 대학 현장에서의 평가 실행 등 국내 차원에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전반을
정리하였다. 또한 지난 2012년 연구에서는 OECD로부터의 데이터 송부 지연으로 학습성과 평가결
과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보완한 평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핵심능력 평가 결
과와 학생 및 교수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다룬 4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
학생의 일반핵심능력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 구조적 특성과 일반
핵심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셋째, 대학교수 설문
조사에 나타난 대학 내 교육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AHELO 추진 방향 탐색 차원에서 좁게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넓게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17개 전체 참여국이 경험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문제점과 성과, 본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AHELO 참여를 계기로 학습성과 평가 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호주 사례를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17개 참여국의 평가결과 종합분석에서 도출한 성과, 문제점, 본사업을 위한 제언에 관한 주요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7개 참여국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성과로 손꼽은 사항은 국제적 수준의 고
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실행의 가능성 확인, 국제 차원의 벤치마크를 포함한 학습성
과 데이터 확보, 새로운 유형의 고등교육 평가 도입, 대학의 높은 관심 확인과 평가문화 성숙, 자국
의 질 보장 체제 변화의 계기 마련 등이다. 이외에 상당수 참여국이 평가도구 개발 노하우 축적을
포함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역량 구축을 언급하였다. 17개 참여국 대표가 언급한 주요 문제점
으로는 평가도구의 적합성, 특히 평가도구 번역 및 개조의 질 제고 필요성, 학생과 교수 등 평가참
여자 모집의 어려움 등이 있다. AHELO 본사업 추진에 관한 제언으로는 명료한 평가목적과 실현가
능한 기대 성과 제시, 소요사업예산에 대한 상세 정보 사전 제시, 평가영역의 확대, 일반핵심능력
평가방법 개선, 수행과제 중심의 서술형 평가의 효과적 활용, 학생 표집 방안 개선, 국제적 차원의
평가 실행 체제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
일본과 호주 국가사례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내에 AHELO 워킹그룹을 두고 이들과 일본공학교육인증원,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체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
한 일본은 AHELO 참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및 질 보장 체제 개혁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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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평가 참여를 통해 EU 회원국이 공유하는 국제적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 틀인 튜닝(Tuning)을 분석하여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를 일본 대학 내 다른 전공
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공학 참여국이지만 일반핵심능력 평가방
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AHELO를 국가 차원의 대학교육 성과평가 개편과 연계하여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었다.
또한 Ⅳ장에서는 참여대학 관계자, 공학교육인증 관계자, 고등교육 전문가 등 총 41명 고등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동 요구조사를 통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혹은 AHELO 평가의 필요성과 참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가치, 평가목적 설정 방향, 평가영역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설계와 관련한 결정 사항, 참여
대학 선정과 동기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성균관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국내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례를 평가목적, 추진배경, 평가내용 및 평
가방법, 한계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요구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 중심의 대학교
육 질에 대한 정보 수요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활용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현실적 한계, 장기적으
로 볼 때, AHELO와 같은 평가가 국제 또는 국내 차원의 질 보장 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HELO 본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AHELO 사업의 효용 가치에 대한 고등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HELO는
대학생의 인지적 역량에 대한 실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국제 및 국내 차원의 벤치마크 정보
를 제공해 준다. 둘째,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육평가의 개혁에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AHELO는 국제기구가 주관하고 선진국이 참여하는 국제평가이기 때문에 표준화
된 평가도구를 사용한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대학의 반감을 줄이고,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도입
의 당위성을 이끌어 낼 수 있 수 있다. 넷째, 대학 자체적인 질 관리 체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 다섯
째, 국가 간 학생 이동이 증가하고, 고등교육 질 보장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AHELO 참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Ⅴ장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AHELO 본사업 참여여
부와 관련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을 포함한 상당한 행재정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나 국
내 고등교육 평가 패러다임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사업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평가 추진 프로세스, 참여 평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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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역의 결정, 국내사업 추진체계와 역할자별 우선 추진 과제, 사업 예산 추정치와 확보 등 정부의 의
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별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대학 선정, 평가 실행, 평가 결과
분석과 환류 등 사업주관기관의 과업에 관해서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AHELO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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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고등교육 대중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 대학의 등장, 고등교육 국제화와 대학교
육 비용의 급증 등 지난 수십 년 간 진행된 고등교육 안팎의 도전 과제는 대학에 커다란 변화를 요
구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과 적합성에 대해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OECD, 2008a). 대학생･학부모들과 고등교육 정책 결정자들뿐만이 아니라 산업계까
지 고등교육의 질과 성과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 기관, 개인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효용
가치가 증가하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질과 고등교육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실증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수많은 대학평가가 있지만 정작
필요한 대학교육의 질과 성과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
학인증평가나 언론기관의 대학평가와 같이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대학평가는 여전히 대학졸업자 수, 연구 성과, 대학의 재정 여건,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및 임금 수준 등 전통적 지표에 치중한 대학평가를 고수하고 있다(Nusche, 2007; 최정윤 외, 2012,
p.3 재인용).
고등교육 질 제고와 질 평가의 어려움이라는 국제 공통 과제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국제적 협력
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는 특히, 고등교육을 국가경제개발의 주
요 기제로 간주하고, 정책 개발을 통해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큰 관심
을 불러 일으켰다(최정윤 외, 2012, p.3 재인용).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이
하 AHELO)은 대학생의 인지능력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실증 정보를 산출하
고, 대학의 역량과 교육-학습 개선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OECD 사업본부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과 및 평가 실행 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 위
해 우선적으로 실행가능성 평가(feasibility study)1)를 실시하였다. 즉, 국제비교평가 목적의 평가
도구 개발과 대학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실행이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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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추진하였다(OECD, 2008b, p.2-p.3).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평가영역은 일반능력 영역(General Skills Strand), (토목)공학과 경
제학 등 2개 전공능력 영역(Discipline Strand), 배경요인 영역(Contextual Strand), 가치부가 영
역(Value-added Strand)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 AHELO 사업은 평가의 목적, 평
가 방법, 평가 내용,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기존의 국내외 평가와는 차별화된 평가2)이
며 전세계 고등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최정윤 외, 2012, p.4).
OECD AHELO 사업은 국내 및 단기적 측면에서는 대학평가, 대학교육역량 제고 등의 핵심 고등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 및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한국 고등교육 평판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OECD AHELO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사업 초기인 실행가능성 평가
단계부터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8년 말 한국교육개발원을 OECD AHELO 사업 주관기관으
로 선정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년 12월에 개최된 제1차 국가전문가회의 참석3)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국내외 사업 내용과 결과를 면
밀하게 기록･분석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동 사업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것이다(최정윤 외, 2012, p.4).
2008년 12월 사업이 출범할 당시에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가 2009년 평가도구 개발, 2010년
평가 실행, 2011년 평가 결과 분석 등 3개년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동 연구도 OECD 사업 일정에
맞추어 3개년 연구로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OECD 사업본부 차원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
으면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전체 연구 일정 역시 3년에서 5년으
1) 실행가능성 평가(feasibility study)는 본격적인 국제비교평가 시행에 앞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실행 등 평가 설계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성격의 사업으로 국제 사업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용어
가 국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중 참여대학 관계자들에게는 시범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 사업을 설명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실행가능성 평가와 시범평가를 호환가능한 용어로서 혼용하였음을 밝힌다.
2) AHELO 사업은 실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습성과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어떤 기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평가 내용 측면에서는 대학생의 전공 능력과
분석적 추론력･문제해결능력･글쓰기 능력 등 일반핵심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과 관계된 대학의 관리 체제 전반을 평가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AHELO는 선택형과 서술형 등 2종의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여 인지 능력을 측정하고, 국제비교분석 실시한다는 점에서
평가방법 상에서도 전례없는 시도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인 OECD가 주관하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평가전문기관이 평가도구 개발
과 데이터 수집관리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공신력 또한 인정받고 있다.
3) “OECD AHELO 사업 실무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사무국과 더불어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feasibility study) 참여국의 국가전문가
(Group of National Expert: GNE Meeting)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종의 steering committee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전문가 회의
참석자들은 1-2인의 참여국 대표로 구성되며 사업재원조달과 사업주체별 역할 분담, 사업추진일정 확정, 평가영역별 평가도구 개발과정 점
검, 평가대상자 샘플링 등 평가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 사항 점검, 평가결과의 제시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다. 국가전문가회의
에서 결정된 사항은 OECD 교육정책위원회(Educational Policy Committee: EDPC)에 보고된 후 공식적으로 의결된다”(최정윤 외, 2012b,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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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되었다(상세한 내용은 최정윤 외, 2012 참조). 각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림 Ⅰ-1]참조).
먼저, 국내에서는 고등교육 학습성과를 학술적으로 탐색하거나 학습성과 평가의 실행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 착안하여 1차년도에는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시도, 외국의 고등
교육 학습성과 평가도구 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2차년도 연구가 수행된 2009년은 OECD 사업본부 차원에서 미국 Council for Aid to
Education(CAE)가 주관하는 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이하 CLA)를 토대로 일반핵심능
력 서술형 평가도구 개발을 핵심 과업으로 추진하였던 시기이다. 이를 반영하여 2차년도 연구 보고
서에서는 OECD 사업본부와 일반핵심능력 참여국이 평가사업자와 함께 추진한 테스트 문항 선정―
개조―번역으로 구성된 서술형 평가도구 개발 과정 및 이에 수반된 연구 활동을 수록하였다.
사업 3차년도인 2011년은 OECD 사업본부 차원에서 서술형 평가도구에 대한 소규모 타당화 작
업, 선택형 평가도구 개발 및 배경요인 영역 설문조사도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해이다. 이에,
2011년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와 소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술형 평가도구 타당도 검증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새롭게 추가된 선택형 평가도구와 배경요인 영역 설문조사도구의 문항 선정―개조
―번역을 수행하였다. 세부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차년도 연구를 통해 개발된 CLA 평가도구
의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 OECD AHELO 사업본부는 구조적 답안을 요구하는 서
술형 방식의 CLA가 가진 특이성을 고려, 동 평가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교차분석하기 위해 선택형
테스트 도구를 추가하기로 뒤늦게 결정하였다. 이에, 새롭게 추가된 선택형 테스트 도구 개발이 3차
년도 연구의 주요 과업으로서 수행되었다. 테스트 도구 이외에 학생, 교수, 대학 기관을 대상으로
한 3종의 설문조사도구와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한 설문조사 1종 등 총 4종의 설문조
사도구를 3차년도 연구를 통해 개발하였다. 조사도구 개발 이외에 3차년도 연구에서는 AHELO 사
업의 목표설정, 평가설계, 평가방법, 사업 관리 방식 등에 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 2012년도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핵심 과업은 대학 현장에서 테스트 및 설
문조사 실시를 통한 실증 데이터 수입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4차년도인 2012년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가 참여하는 평가영역인 일반핵심능력과 배경요인 영역에서 테스트와 조사 실시에 주안점을 두었
다. 평가실행은 참여대학 선정→대학사업총괄자 협의회 구성 및 연구→학생 및 교수 표집→표집된
조사대상자 섭외 등 대학 차원의 평가 환경 조성→테스트와 설문조사 실시→학생 서술형 테스트 결
과 채점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었다(최정윤 외, 2012b, p.ⅱ). 평가실행 결과, 총 9개 참여대학에
서 총 2,580명을 무선표집4)하여 이 중 약 1,340명의 학생이 테스트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대학
4) OECD가 주관하는 국제비교평가는 미리 정해진 표집대상자 명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무선표집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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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평균 참여율 51,94%) 교수는 대학별로 40명씩 총 360명을 무선표집하여 이 중 170명이 설문조
사에 참여하였다(대학별 평균 참여율 47.2%). 이렇게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 결과를 중심으로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연구의 주된 내용이 평가실행 준
비와 추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사업총괄자와 채점자 면담 조사 등을 활용해 사후 평가를 실시
하였다. 이를 토대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하고 각 이슈별 대
응방안을 모색하였다.
5개년 연구의 최종 단계인 2013년도 연구의 핵심 과업은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년도 연구 내용을
설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2013년은 AHELO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2013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AHELO 실
행가능성 평가 최종 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사업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를
토대로 각국은 AHELO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OECD 사업본부가 제시한 잠정적
일정에 따르면, 2013년 11월 이후 참여국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최소 10개국 이상이 본사업 참여를
선언할 경우, OECD는 본격적으로 본사업 추진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 11월
에서 12월 경 AHELO 본사업 참여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이다. 이에, AHELO 본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금년도 연구의 주된 과업이 될 것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2013년 5차년도 연구는 AHELO 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내 주요 역할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AHELO 본사업 참여 여부 결정이나 본사업 추
진 방향 설계 등 국가적 수준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AHELO
본사업에 참여할 경우, 국내 사업운영기관이나 참여대학이 평가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
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AHELO 본사업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분석한다. 참여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등교
육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 가능성과 대학과 학생들을 대규모 국제평가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할 수
있는지 등 과학적, 실천적 측면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OECD 사업본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파악
한다. 또한 17개 전체 참여국이 경험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문제점과 성과, 본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AHELO 참여를 계기로 학습성과 평가 체제 개선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국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둘째,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국내 대학의 요구 사항을 조사･분석한다. 참여대학 관계자,
한다. 금번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도 각 참여대학이 제출한 대학교 4학년 학생 명단 중에서 국가사업책임자가 대학별로 300명을 무선표집하였
고(재학생 수가 적은 1개 대학은 180명을 무선표집함), 이들을 대상으로 평가 참여를 독려하였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체표집은 불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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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정책 전문가, 대학평가 전문가 등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HELO와 같은 유형의 고등교
육 학습성과 평가의 필요성, 효용 가치, 평가목적의 설정, 평가영역 및 평가방법의 선택, 대학 선정과
동기화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조사･분석한다. 또한 일부 국내 대학이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습
성과 평가 사례를 조사하여,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국내 대학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셋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를 통해 확보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성과 평가 결과를 국
내 차원에서 분석한다. 일반핵심능력을 측정하는 수행과제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문제해결능력, 분
석적 추론력, 글쓰기 능력 등 일반핵심능력 구성 요인별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습성과 수준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수행과제(서술형)와 선택형 테스트 결과를 학생 설문조사결과와 연계하여 학습
성과와 관련된 개인 특성, 교육 경험, 대학 구조적 특성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교수 설문조사 결
과에 나타난 대학의 교육 환경과 교수의 교육 활동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평가 추진 프로세스,
평가영역 결정, 국내사업 추진체제와 역할자별 우선 추진 과제, 사업 예산 등 본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안별로 가능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정부와 대학 입장에서 바라 본
AHELO 사업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AHELO 본사업을 어떤 목적과 전
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그림 Ⅰ-1]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연구의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20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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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요5)
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목적
실행가능성 평가는 과학적･실제적 측면에서 OECD AHELO 사업의 실행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연구적 성격의 평가 사업이다. 즉, 국제적 차원에서 학사 수준 학생들의 능력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는 것이 실행가능성 평가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행가능성 평
가는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 학습성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완벽한 수준의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향후 본사업에서 최종 평가도
구를 개발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대안적 접근법, 평가방법, 측정도구의 적합
성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관한 풍성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나. AHELO 사업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
2009년 4월 2차 GNE 회의 때까지 10개국이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었다.
이후 쿠웨이트, 콜롬비아, 러시아, 이집트, 슬로바키아, 캐나다, 아부다비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실
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하는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각 평가영역별 참여국은 <표Ⅰ-1>과
같다.
<표 Ⅰ-1>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영역별 참여국
평가영역

실행가능성 평가 참가국(17개국)

∙ 일반핵심능력
(Generic skill strand)

한국,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콜롬비아, 쿠웨이트,
이집트, 슬로바키아, 미국

∙ 전공능력 : 경제학
(Discipline strand : Economics)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멕시코, 이집트, 러시아,
슬로바키아

∙ 전공능력 : 토목 공학
(Discipline strand : Civil Engineering)

일본, 캐나다, 호주, 이집트, 슬로바키아,
멕시코, 아부다비

∙ 배경요인(Contextual Strand)

모든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

출처: 최정윤 외, 2012b, p.45.
주. 미국은 코네티컷, 미주리, 펜실베니아 등 3개주만 참여하였음. 당초 참여하기로 한 매사추세츠는 평가실행에 불참하였음.

5) 사업 개요는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였으며 2차년도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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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도구 구성
OECD AHELO 사업의 평가영역은 일반핵심능력 영역(Generic Skills Strand), 전공능력 영역
(Discipline Strand), 배경요인 영역(Contextual Strand)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핵심능력 부문에
서는 고등사고력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이 되는 요인인 비판적 사고력 및 분석적 추론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러한 고등사고력을 글쓰기의 형태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전공능력의 경우, 이번 실행가능성 평가의 단계에서는 토목공학과 경제학 두 개 과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배경요인 영역에서는 대학, 교수,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경험 및 교
육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배경요인 영역이 설정된 배경은 대학생 테스트 결과 산출된 정
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하고 교수학습 질 개선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실행가능성 평가는 개별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을 갖고 있는 4개의 영역별로 측정･평가가 수행되
었다. 우선, 일반핵심능력 영역과 전공능력 영역인 공학과 경제학에서 소규모 파일럿 평가가 실행
되었다. 또한 평가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각 평가영역별로 언어적･문화적･지리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7-9개국을 파일럿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 현장에서 대학생과 교수, 대학
사업총괄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와 조사를 통해 학습성과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각국별 소규모 파
일럿 테스트 참여대학 수는 10개교 이내로 제한하였다. 다만 추가 비용을 평가사업자에 지불한 극
소수 국가는 10개교 이상의 대학을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표 Ⅰ-2>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영역별 평가도구 구성
영역
일반핵심능력

배경요인 영역

공학
전공능력
경제학

평가 유형

문항 수

소요시간

수행과제(PT)

2종

90분

선다형

25문항

30분

학생 설문조사

23문항

10분

교수 설문조사

15문항

10분

기관설문조사

47문항

시간제한 없음
(대학사업총괄담당자 작성)

수행과제(PT)

2종

60분

선다형

20문항

30분

수행과제(PT)

1종

30분

선다형

45문항

60분

총 120분

총 90분

총 90분

출처: 최정윤 외, 2012b, p.37.
주. 음영 표기된 영역이 우리나라가 참여한 평가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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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영역별 파일럿 검사와 개별 파일럿 검사의 일부분으로서 수행될 배경요인 영역과 이외에 고
등교육에서의 ‘가치부가 측정6)’을 탐색하는 추가 영역이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추진되었다. 가치부
가 측정의 실행가능성 탐색은 대학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검사를 시행하는 파일럿 테
스트의 형태 대신 문헌분석을 통해 개념적 틀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 시도된 가치부가적 학습성
과 측정 방법과 접근법별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 우리나라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 대학
지난 2011년 12월 말부터 2012년 1월 초까지 약 2주 간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 신청
을 접수한 결과 총 9개 대학이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를 신청하였다. 당초 목표 표집 규모인 10개 이
상 대학이 신청할 경우, 소재지, 규모를 고려한 대학 유형별 목표 표집안에 따라 1차적으로 대학을
선정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신청 대학이 10개 미만이므로 전체 신청 대학을 시범평가 참여대학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은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수도권 대규모대), 서울시립대(수도권 중소규모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비수도권 대규모대, 한
동대(비수도권 중소규모대) 등 9개교이다.

3 연구 내용
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17개 참여국 평가결과 종합분석
AHELO 본사업 참여 여부와 추진 방향 탐색에 활용하기 위해 전체 참여국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좁게는 AHELO, 넓게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해 어떤 입장
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체 참여국 동향 분석의 기본 방향은 평가 참여
기반, 평가 설계, 평가 실행 등 3개의 영역별로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예컨대, 평가 참여 기반 측
면에서는 자국 내 질 보장 체제나 고등교육 개혁 정책과의 연계 등을 포함한 평가참여의 목적, 추진
체제 등을 검토하였다. 평가 설계 측면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한 각국 내부 전문가
들이 AHELO가 지향하는 평가내용이나 평가도구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평가 실행

6) 가치부가 측정이란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경험을 통해 축적된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함. 통항 학업성취수준 등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
기 전 특성을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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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는 학생 등 참가자 표집과 섭외, 대학 측의 관심, 조사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점
을 짚어보았다. 이와 더불어 참여국이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
하였는지 또는 어떤 활용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끝으로 AHELO 실행가능
성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평가참여 성과, 본사업을 위한 방향 설정 등에 대해 17개 참여국의 의
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7개 참여국 평가결과 종합분석은 주로 참여국이 OECD 사업본부에 제
출한 국가보고서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이외에, 2013년 3월에 개최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최
종컨퍼런스에서 각국 대표가 발표한 자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회 개최된 국가전문가그룹 회
의 자료, 참여국 대표 간 비공식적으로 수행된 텔레컨퍼런스 논의 내용 등을 활용하였다.

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주요 참여국 사례 분석
17개 참여국 중 공학 참여국인 일본과 호주의 학습성과 평가 추진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향후 OECD가 본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학 분야 참여국이라는 점이다. 둘째, 일본과 호주가
AHELO 참여를 계기로 고등교육 질 보장과 학습성과 평가 체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었다. 이들 국가가 내부적으로 AHELO 평가와 관련하여 어떤 행보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광범위한 문헌을 토대로 수행한 일본 사례분석에서는 일본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과
정, AHELO 참여를 계기로 촉발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및 질 보장 체제 개혁 논의, 이번 평가
참여를 통해 도입한 튜닝(Tuning)의 일본 대학 내 확산 현황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러한 변
화가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았다. 호주 사례분석은 호주 교육부 내 고등교육 정책분석 담당 부서
에서 작성된 보고서7)를 토대로 수행하였다. 동 사례분석에서는 호주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
여 개요와 더불어 일반핵심능력 평가를 포함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도입이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의 변화와 관련해 주는 의미와 학습성과 평가의 주요 쟁점 사항을 호주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
고 있는지 제시하였다. 특히 공학 참여국인 호주가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는
점, 대학 책무성과 연계한 성과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었다.

7) DEEWR(2011b). Assessment of Generic Skills: Discussion Pap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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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국내 요구 조사･분석
AHELO 본사업 참여 여부와 참여할 경우 추진 방향 설계를 활용하고자 국내 고등교육 관계자들
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별 면담을 활용한 동 요구 조사에서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혹은
AHELO 평가의 필요 여부, 참여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용 가치, 평가목적 설정 방향(대학 책무
성 중심 vs. 대학 질 개선 중심), 평가영역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설계와 관련한 결정 사항, 참여대
학 선정과 동기화 방안, AHELO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종합
하여 AHELO 본평가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전략을 도출하였다.
AHELO와 같은 국제적 차원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필요성과 효용 가치를 판단하고 학습성
과 평가에 대한 대학 측의 수요를 가늠해 보기 위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려진 학습
성과 평가 사례를 조사하였다. 성균관대, 서강대, 숙명여대, 건양대, 숭실대 등 단위 대학이 추진
중인 학습성과 평가 사례를 조사하여 평가 추진 배경, 평가 목적, 평가내용과 평가방법의 특징, 한
계점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별 대학의 사례 분석은 현재 국내에서 개별 대학이 고
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를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한점을 가지
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라. 우리나라 대학생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결과 분석
2012년 평가 실행 결과 수집된 일반핵심능력 테스트 점수와 배경요인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생의 학습성과와 대학교육 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일반핵심능력을 측정하
는 수행과제(서술형)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문제해결능력, 분석적 추론력, 글쓰기 능력 등 일반핵심
능력 구성 요인별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수행과제 평가도구에
포함된 채점 루브릭의 점수대별 기준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반핵심능력 구성 요인별 절
대적 수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수행과제(서술형)와 선택형 테스트 결과를 학생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테스트 결과가 개
인 특성 변인 및 대학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산분석과 t-test 등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배경 변인별로 일반핵심능력 테스트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일반핵
심능력에서 우리나라 대학생 학습성과의 문제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집단 간 차이 분석 후에는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일반핵심능력 테스트 결과와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보한 변수를 활용하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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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대학생의 개인 배경적 특성, 대학생의 교육 경험, 대학 내 교육 환경 등의 구조적 관계를 살
펴보았다. 예컨대, 대학의 교육 지원 노력과 상관없이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예. 성별,
부모의 학력 등)과 대학생의 학습활동(학습량, 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 활동)이 어떠한 상호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요인이 일반핵심능력 측면의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였다.
또한 교수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대학의 교육 환경(학습 지원 노력, 교육 기능에 대한 강조, 교
수의 교육 활동, 교육을 우선시하는 학교 풍토 등), 교육-연구-봉사 등 각종 활동별 교수의 시간
투입 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분산분석과 t-test 등 집단 간 차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전공이나 성
별, 교수경험기산 등 개인 배경적 특성과 대학 구조적 특성별에 따라 교수의 교육 경험 및 활동 내
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마. 국제 및 국내 차원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년 간 추진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국제 및 국내 차원
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경과는 사업이 본격화
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OECD 차원에서 평가가 지연되면서 연
도별 과업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3개년 연구보고서에 평가도구 개발, 평가
실행, 평가 결과 분석의 모든 과정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담기지 못했다. 이에 사업 단계별로
한국이 수행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적 차원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개관하였다. 지난 3개년 보고서에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주요 의사결정과 동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보고
서에 소개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경과는 국가전문가그룹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결정 사
항이 이슈 위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국제 차원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 특히 OECD AHELO 사업본부는 지난 2013년 1월 AHELO 실행가능성 평
가 최종보고서를 내 놓았다. 동 보고서는 AHELO 사업 출범 배경과 쟁점, 평가 설계 및 추진 체제
구축 과정,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 실행 과정, 평과 실행 결과를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국제적 차원에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가 어떻게 진
행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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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 제안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종합하여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AHELO 실행가능
성 평가 17개 참여국 평가결과 종합분석과 주요국 사례 분석, 국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요구 분
석 결과와 함께 지난 4년 동안 사업 수행 결과 축적한 정보를 토대로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
가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가능한 구체적이며 실질적
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할 때, 평가 추진 프로세
스, 참여 평가영역의 결정, 국내사업 추진체계와 역할자별 우선 추진 과제, 사업 예산 추정치와 확
보 등 정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별로 상세한 제언을 담고자 하였다. 정부 이외에도 국내 사업
시행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OECD와의 의사소통, 참여대학 선정, 평가 실행, 평가 결과 분석과 환
류에 대해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AHELO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17개 참여국 평가결과 종합분석과 국제적 차원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관을 위해 OECD AHELO 사업본부가 제공한 AHELO 관련 문서와 평가도구 개발기관(예.
ACER, CAE)의 웹사이트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OECD AHELO 사업본부가 2012년 12
월과 2013년 3월에 발간한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종합보고서 1권과 2권을 상세히 검토하
였다. 이밖에 일본과 호주 등 주요 참여국 사례 분석을 위해 이들 국가의 AHELO 사업주관기관이
발간한 관련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고등교육 정책전문가, 측정･평가 전문가, 대학 내 교수･학습 개발 전문가,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
대학의 사업총괄자와 사업 담당자, 교수, 공학교육인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실
시하였으며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의 전체적 방향 및 세부 연구 내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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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결과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의 적절성
• AHELO 본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한 국제 동향 및 각 참여국 내 정책 기조
• OECD AHELO 본사업 추진의 대내외적 주요 쟁점 사안 발굴
• 공학 분야에서 학습성과 평가 반영 실태 및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수요
• 국내 대학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례 발굴
• 국내 참여대학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 분석 사례
• OECD AHELO 본사업 참여 방안 도출

다. 통계 분석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성과와 학습경험 그리고 대학의 교육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산출, 분포도, 분위별 지표값을 산출하였다. 독립표본 t-검증, 카
이스퀘어 검증 등을 활용한 집단 간 차이 검증, 분산분석, 상관분석 등을 활용하여 배경요인 간 내
적 구조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였고, 학습성과 영향요인 분석 모델에서 통제해야 할 변인을 파
악하였다. 예컨대, 대학생 학습성과와 학습경험이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생의 개인 배경이나 전공,
대학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상기 배경요인 탐색 결과를 토대로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
한 후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경험 및 대학 교육 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개별 면담조사8)
○ 조사 목적 :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국내 대학의 요구 사항 조사
○ 조사 내용 : AHELO 참여의 필요성 여부, 참여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용 가치, 평가목적
설정 방향(대학 책무성 중심 vs. 대학 질 개선 중심), 평가영역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설계와
관련한 결정 사항, 참여대학 선정과 동기화 방안, AHELO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8) 조사 관련 상세 내용은 4장 3절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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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회의 참석
1) OECD 사업본부 주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최종 컨퍼런스
○ 컨퍼런스 주제 : Measuring Learning Outcomes in Higher Education: Lessons Learnt
from the AHELO Feasibility Study and Next Steps
○ 참석 목적
-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종합 및 본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 주요 참석자
- 해외 : OECD AHELO 사업 책임자 및 실무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16개 참여국 대표, 국
제 고등교육 전문가, 국제 대학평가 전문가 등
- 국내 : 교육부 관계자, AHELO 연구진 1명
○ 일정
- 2013년 3월 10일-15일

2)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 주관 포럼 참석
○ 목적
-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의 AHELO 사업에 대한 반응과 본사업 추진 여부에 관한 정책적 의사
결정 동향, 쟁점 사항 등을 모니터링
- 한국의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결과 분석 발표
○ 주요 참석자
- 해외 : OECD AHELO 사업 책임자 및 실무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 대표, 미국 내 고등교육연구 및 대학평가 전문가 등
- 국내 : AHELO 연구책임자
○ 일정
- 2013년 7월 10일- 14일

바. 국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목적
- 우리나라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 공유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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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전반에 관한 문제점 및 이슈 점검
○ 추진 방안
- 참여대학 사업담당자, 평가도구 개발 연구진, 채점자, 고등교육 정책전문가들과 AHELO 실행
가능성 평가 분석 결과를 공유, 본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참여국의 대내적 논의 및 OECD 사
업본부 및 평가사업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주요 참석자
- 일본 사업책임자, OECD AHELO 사업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국내 참여대학 책임자 및 실무
자, 고등교육 전문가, 언론인, 대학평가 전문가 및 실무자 등
○ 일정 : 2013년 11월 26일(국제 포럼), 11월27일(국제 세미나)

5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2013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컨퍼런스를 끝으로 종료되었으
며, 사업주관기관인 OECD는 본사업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 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5
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수행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종합
하고자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금년도 연구의 초점은 향후 AHELO 본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국
내 주요 역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AHELO 본사업 참여 여부의 결정, 혹은 본사업 추
진 방향 설정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금년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문제점과 성과, 본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참여국의 견해, 국내 대학 관계자들
이 생각하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필요성과 요구 사항 분석이 금년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졌다. 또한 한국이 AHELO 본사업에 참여할 경우, 국내 사업시행기관이나 대학 등이 AHELO 사
업 전반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평가 참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경과를 국제 및 국내 차원에서 개관하였다.
이처럼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총론 수준에서 종합하고 AHELO 본사업 추진의 전반적 방향
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에 2012년 평가 실행을 통해 확보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데이터
분석은 전체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힌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제약을 받
았다. 예컨대, OECD AHELO 사업본부와 참여국은 이번 평가가 가능성을 점검하는 실행가능성 평

KEDI 17

Ⅰ 서론

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 테스트 결과의 국제 비교정보 공개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러
한 결정은 데이터 분석에 제약으로 작용하였다9). 또한 평가도구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이
유로 일부 중요 정보(예. 선택형 테스트 점수의 상세 내용)가 공개되지 않아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
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당초에는 학생 테스트 결과, 학생 설문조사, 교수 설문조사 결
과를 연계하여 다양하게 분석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참여국에 배포된 데이터 확인 결과, 교수설문조
사의 경우 참여대학별 응답율의 격차가 커서 데이터 분석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9) 학생 테스트 결과의 국제비교정보 공개 금지 규약은 보고서 발간, 보도 자료 배포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참여국과 참여대학은 자국 내지
자교 학생들의 테스트 결과를 국제적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국제벤치마크 정보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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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관
: 국제 차원
1. AHELO 사업 출범 배경과 도전과제
2. 평가 설계 및 추진 체제 구축
3. 평가도구 개발
4. 평가 실행
5. 평가 실행 결과

OECD
OECD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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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관:
국제 차원10)

Ⅱ장은 국제 차원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경과와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
었다. 어떤 맥락에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사업 단계별로 어떻게 평가가 수행
되었는지,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 국제적 차원에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
였다. Ⅱ장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과거 연구보고서에서도 다루어졌으나 상당 부분은 금년도 보
고서에 처음 수록되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보고서에서 OECD 차원의 AHELO 실행가능
성 평가 추진 경과를 기술하였으나 주로 이슈별 의사결정 사항 위주로 사업 추진 경과를 제시하였
다. 이 때문에 AHELO 사업 추진 배경과, 평가 설계 및 추진 체제 구축, 평가도구 개발, 평가 실행
등 주요 단계별로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조망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이
에,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전반을 개관해 보았다.
Ⅱ장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필요를 고등교육 환경 변
화와 연계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이슈를 제시하
였다. 2절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전반적인 구조와 주요 역할자를 포함한 추진 체제를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일반핵심능력, 공학, 경제학, 배경요인 등 평가영역별 평가도구 개발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영역별 평가 틀과 평가도구를 제시하였다. 특히 3절에 수록된 공학 및 경제학
분야 평가도구에 관한 사항은 이전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향후 AHELO 본사업 준비 차
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절에서는 참여자 선정, 평가실행, 채점 등 평가 실행 추진 경과와 그
과정에서 부상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5절에서는 평가도구의 과학적 타당성과 평가 실행 측면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0) Ⅱ의 내용은 OECD AHELO 사업본부가 지난 2013년 1월 발간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최종보고서(OECD, 2012b)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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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HELO 사업 출범 배경과 도전 과제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HELO)는 글로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고등교육계 환경 변화와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고등교육이 엘리트 단계에서 대중화를 거쳐 보편화 단계
에 이르는 동안 특히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학교육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학습성과 평가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 획일
적 평가에 대한 대학의 반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가 주도적인 대학평가 방식
으로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교적 최근 유럽 고등교육 통합, 학습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다양한 대학평가 대안의 등장, 측정평가 기술의 발달 등 변화가 발생하면서, 고등교
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고, 실현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1절에서는 OECD가 이야기하는 AHELO 사업의 필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
업 추진 과정에서 부상한 AHELO 사업의 도전과제를 짚어보았다.

가. AHELO의 논리적 근거
“국제적으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HELO)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자는 최초의
아이디어는 2006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OECD 교육장관 회의에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안이 이루
어진 시점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더 나은 성과 지표를 개발해야한다는 압력이 크게 상승하는 시점이
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학 책무성에 관한 각종 보고에 활용될 수도 있고 대학의 역할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등교육 행정가, 교수, 대학생들이 각자의 과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AHELO 사업은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서 그 필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OECD, 2012b, p.34).

1)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적 맥락에서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역량이나 학습성과에 보다 중점을 두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학습성과를 평
가하는 것에 목적을 둔 AHELO 사업은 21세기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AHELO 사업 출범의 배경이 되는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특히 대학
평가 측면에서의 변화는 무엇일까?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최종보고서에 기술된 관련 내용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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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평가, 대학 내부 평가로부터 외부 평가, 책무성 중심 평가로의 전환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학에 관한 의사결정이 수평적 거버넌스를 기본 모형으로 한
기존의 동료적 접근 방식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위에
서 아래로의 거버넌스 모형으로 바뀌고 있다(OECD, 2012b, p.34). Segrera(2010)은 자율성, 학문
의 자유, 연구, 학생들의 과제, 평가 등과 같은 대학의 전통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들을 새로
운 글로벌 규범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의 볼로냐 프로세스의 전개과정이 이러
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는 역설하였다(Segrera, 2010, OECD, 2012b, p.35에서 재인용).
2012년 볼로냐 장관들의 부쿠레슈티(Bucharest) 성명서에 언급되었듯이, 책무성과 자율성 및 학문
의 자유라는 상호 대립하는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고등교육의 주요 변
화이자 도전과제로 부상한 것이다(OECD, 2012b, p.35).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강조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한 특징인데, 대학들은 책무
성을 위해서 성과평가에 참여하도록 더 많이 요청받고 있다(Secolsky & Denison, 2011, OECD,
2012b, p.35에서 재인용). “학습성과의 평가는 전통적으로 대학이 내부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전통
적인 내부 평가 접근방식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 내부 평가는 개
별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
등교육 체제가 보다 보편화되고 국제 지향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보다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내부 평가를 사용하면 주된 교육적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고 외부의 확인이 없으면 성적 인플레이
션에 대한 우려를 촉발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개별화된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
미는 아니다. 이러한 기존의 평가방식을 보다 일반화 가능한 형태의 평가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OECD, 2012b, p.35).
□ 학생 습득한 학습성과에 대한 강조
학습성과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고등교육 성과의 개념이 수강한 강좌
수 등 투입 요인에서 학습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지역을
막론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목격되었으나 특히 체제 통합이라는 변화를 이루려는 유럽에서 가장 두
드러졌다. 유럽의 29개국 교육장관들이 1999년 6월에 서명한 볼로냐 선언에서 2010년까지 유럽에
유럽고등교육지역(EHEA)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밝혔고, 그때까지 모든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모듈
을 학습성과의 관점에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볼로냐 선언은 전 세계 47개국의 승인을
받았고,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국가들도 자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볼로냐 프로세
스와 호환되도록 만들고 있다(OECD, 2012b, p.36). 고등교육 시스템 내 여러 요소가 국제적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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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추어 간다는 것은 학생들의 이동, 자격과 학위의 상호인정에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임을 시
사하고 있다. 일반화 가능한 학습성과에 대한 강조는 미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2010년 이후 미국대
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주도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통해
현대 대학생이 배양해야 할 핵심적인 학습성과의 틀을 제안하는 LEAP(Liberal Education and
America’s Promise)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Loris, 2010, OECD, 2012b, p.36에서 재인용).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이러한 변화는 과거 교수와 대학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던 학습성과의 목
표 설계 및 평가가 점차 일반화되고 집단적 노력에 의해 통제되는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학생 중심, 학습 중심으로의 변화
책무성을 강조한 보다 일반화된 평가 강조와 학습성과 강조에 이어 고등교육계가 목도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강의자의 지시와 설명에 중점을 두는 ‘가르침(instruction)의 패러다임’에서 학생들
의 학습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학습(learning)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다. 학습 패러다임
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습자 중심 철학 원리를 수용하고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Scott 외, 2009, OECD, 2012b, p.37에서 재인용).
학생 중심의 학습이 강조된 덕분에 교수와 학습의 상호작용을 깊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효과
적인 교수 전략을 찾고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Liu(2011)
는 대학교육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성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생 학습성과 평
가 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Liu, 2011, OECD, 2012b, p.37에서 재인용). 이번에 OECD가 시
도한 AHELO는 대학생의 학습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학생이 경험한 교수･학습 경험과 학생
개인 배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HELO는 학생
중심 학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2) 학습성과 평가 관련 사업들
AHELO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다양한 국가 체제 및 대학별 특성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대학
생 학습성과를 국제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사업으로 세계 최초로 시도되었다. AHELO가 고등교육
단계에서 국제비교평가라는 유례없는 시도를 도모하고 있으나 결코 기존 평가와 동떨어진 것이 아
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최근 대학평가는 성과, 역량, 학습성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AHELO
는 이러한 대학평가 발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AHELO 사업의 적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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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도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유형의 평가의 큰 틀 안에서 각 평가의 특성과 연계하여 동 사업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AHELO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대학 질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학습성과와 대학수행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한 평가, 기대 학습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
학습자의 학습성과에 대한 직접 측정 방법을 활용하는 평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세 가지 유형의 대학 질 평가 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OECD 2012b, p.38).
□ 간접 측정 지표에 기초한 학습성과 비교
대학 간 비교 가능한 교육성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학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간접 측정 지표에
관심을 가져왔다. 즉, 학생들의 학습결과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학생 참여와 만족도에 관한 설문
조사, 기존의 간접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한 대학순위조사 등을 수행해 왔다.
○ 학생 참여 및 만족도 설문조사에 기초한 교육성과 비교
학생설문조사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만족도’ 조
사가 주류라고 볼 수 있다. 개별 대학이나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간접적 방식의 설문조사는 많지
만 이 중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는 극소수이다. 학생설문조사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대학생의 교수･학습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상당히 정교한 방식으로, 그리고 국제적 차원
에서 수행되는 조사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디애나대학 고등교육 연구소가 주관하는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NSSE)를 들 수 있다. 1999년에 시작된 동 조사는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에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06년부터 동일한 조사도구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있다. 이 조사는 시험을 통해 학습성과를 직접 평가하지 않고, 학
생들이 사전에 정의된 학습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에 교수와 대학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었는지를 기록해서 학생 참여를 평가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학습
과정과 성과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수･학습 경험을
통합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학생의 주관적인 응답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학습성과 정보라고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성과보다는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OECD, 2012b, p.38-39).
○ 대학순위조사
세계 대학순위조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국가, 대학, 개인이 대학의 질과 성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러 대학순위조사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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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타임스 고등교육 평가, 상해교통대학의 ‘세계 수준 대학 평가,’ 미국 News and World Report의
최고의 대학(Best Colleges) 등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들 세계 대학순위조사는 데이터에 기반한
대학 간 비교 열풍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순위라는 형식이 드러내는 가시성은 대학 간 비교라는 유
형의 정보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도구의 한계점들도 부각되었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학순위조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AHELO 사업 출범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 기존 대학평가가 지닌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되었다(OECD,
2012b, p.39).
○ U-Multirank
U-Multirank는 다원적 대학순위 평가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여러 대학순위조사의 한계점들을 극
복하고자 한 의미있는 시도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Van Vught & Ziegele 2012, OECD, 2012b,
p. 39에서 재인용). U-Multirank는U-Map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U-Map 프로젝트에서 제안
한 대학의 분류법을 활용해서 유사한 여건과 특성을 갖춘 대학을 묶어 그룹화하고 그룹별로 다차원
적 순위 산출법을 적용하는데, 교수 학습, 연구, 지식이전, 국제화, 지역봉사 등을 포함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대학순위조
사 도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다원적 대학 순위 평가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AHELO 사업의 동반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AHELO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바는 고등교육에 관한 정보
의 타당성, 정보의 범위와 다양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OECD, 2012b, p.39).
□ 기대 학습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
이미 여러 국가가 국가 자격 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학습성과에 기초한 학위 평가가 유럽에서 시
작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등 학위 및 자격 유형별로 기대 학습성과에 대한 개념 규
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자격 체계(qualification frameworks)에서의 학습성과 정의
자격 체계는 일종의 지침으로서 자격 인증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자격 체계에는
특정한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학습성과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다. 즉,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
람은 무엇을 알고, 이해하며, 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자격 체계이다. 더불어 한
고등교육 체제 내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자격들 간의 관계도 보여준다. 자격 체계는 지난 20년 동
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고, 지금까지 70개국 이상이 국가 자격 체계를 개발해왔다. 또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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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는 유럽 자격 체계(EQF)의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개별 국가가 갖고 있는 자격을 유
럽에서 통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노동자나 학생들의 국제 이동을 촉진하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자격 체계 설립에 따라 유럽 연합 체제 내에서는 2012년을 시작으로 모든 자격은
명시적으로 유럽 자격 체계 수준에 맞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국가 자
격 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자격체계의 내용이 관련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낯설다는 것과, 자
격을 경험적, 실증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OECD, 2012b,
p.40).
○ 튜닝(tuning)의 학습성과 정의
‘튜닝’(Tuning Association, 2011, OECD, 2012b, p.40에서 재인용)은 일종의 과정으로 2000년
에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학위 취득 기준을 역량과 학습성과에 기초해서 설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고등교육 부문과 볼로냐 프로세스 및 리스본 전략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로 개발됐다. 권한을 위임받은 학자들이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개발한 튜닝은 대학들이 공동으로 결
정한 준거 기준 내에서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튜닝
은 대학들이 기준점, 융합 및 상호이해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학위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학위 및 학점 취득 기준은 학
사와 석사 프로그램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여러 전공(또는 학문 영역)별로 일반핵심능력 또는 세부
전공 능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튜닝은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AHELO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학습성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가 간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튜닝- AHELO 사업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초기에 수행되어
AHELO에 포함된 경제학과 공학 분야의 평가 틀의 산출하는 데 기여하였다(OECD, 2012b, p.40).
□ 직접적인 평가 방식에 따른 학습성과 비교
간접적 방식의 학습성과 측정이나 기대 학습성과 틀 도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습자가 달
성한 학습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OECD, 2012b, p.41).
영국 의과대학협의회 평가동맹과 호주 의학평가협력과 같은 국제 평가 협력은 일반화가 가능한
학습성과 정보를 산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시험 문항과 형성 평가를 공동
으로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 학교들은 문제 은행을 통해 고품질의 타당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평가문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동 사업들은 특정 지역을 넘어 일반화
가능한 학습성과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국제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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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다(OECD, 2012b, p.41).
국가 내에서 직접적으로 학습성과를 평가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Nusche, 2008), 특정 국가
내에서 사용되는 학습성과 평가가 다른 나라들로 확대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AHELO 사업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학습성과에 관해, 국제적이면서 잠재적으로는 전 세
계를 포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OECD, 2012b, p.41).
위와 같은 다양한 시도들은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해져가는 고등교육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사업들
이 각자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고 고등교육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고등교
육 체제, 대학, 전공별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OECD, 2012b,
p.41).
국가 간 학습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학생 이동
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학생들의 학습성
과는 대학,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 체제 전체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핵심 요소다. 졸업생 조사나
재학생 참여 조사를 통해서 학습성과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부분적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아직
까지 직접 조사 방식의 국제적 평가 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AHELO는 학생들의 성과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HELO는 이러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독보적이고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AHELO가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OECD, 2012b, p.41).

나. AHELO의 도전과제
AHELO 사업 초기에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AHELO의 가치와 실행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여러 가지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처음 수개월 동안, AHELO에 관한 아이디어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때로는 회의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AHELO
를 고등교육의 PISA라 칭하며 대학순위평가와 비슷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AHELO가 OECD 내에서 순위를 정하는 도구로 논의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은
AHELO가 또 다른 대학순위평가를 양산하거나 혹은 기존 순위평가에 사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OECD, 2012b, p.57).
AHELO 산출 정보의 오용 가능성 또한 동 사업에 대한 비판점 중 하나이다. 비록 AHELO 사업이
대학순위 산출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산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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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AHELO가 산출하는 정보를 오용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 Green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대다수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특히
대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한 점은 이들이 AHELO와 같은 평가도구가 유
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바로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 관심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불
안감와 동 평가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생겨난다고 지적하였다(Green, 2010, OECD 2012b, p.58
에서 재인용).
이외에 AHELO가 지닌 일반화 가능한 평가라는 속성이 대학의 다양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표준화된 시험에 따른 위험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에 미칠 영향,
기타 방법론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등이 AHELO의 잠재적 문제로 지적되었다(OECD, 2012b, p.59).

2 평가 설계 및 추진 체제 구축
2절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설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주요 역할자를 포함한 추진 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실행가능성 평가 설계 단계에 중요한 시사점과 접근방법
의 특성 등을 제시하고, 실행가능성 평가 설계에 있어서의 세 가지 과업을 소개한다. 또한 평가 설
계 및 실행에서의 관리 및 주요 역할자인 국제 평가사업자와 OECD 사무국,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등의 역할과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평가 설계
1) 평가 설계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AHELO 본사업에 대한 파일럿 연구가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는
타당성 검토 연구로서 실행되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음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AHELO 실행가
능성 평가는 기존의 평가틀과 도구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사용된 평가도구
가 새롭게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AHELO 본사업에서 실행가능성 평가 때 사용된 도구가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둘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평가영역을 세분화하여 수행되었다. 이
러한 접근법은 다른 종류의 학습성과 뿐만 아니라 평가 및 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접근법 덕택에 다양한 방법 및 평가영역의 상대적인 장점과 결점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평가영역을 결정할 때, 사회과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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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각각 한 개의 전공(공
학 및 경제학)을 선택하였다(OECD, 2012b, p.78).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일반핵심능력, 전공 능력(경제학 전공, 공학 전공), 가치부가 평
가 영역 등 3개의 영역으로 평가영역을 설계하였다. 설계단계에서는 ‘Tuning-AHELO 프로젝트’의
학습성과 측정 가능성, 배경요인(contextual dimension),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다양한 대학에서
실행한 AHELO의 적합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이 반영되었다(OECD, 2012b, p.78).
평가 실행은 평가영역별로 추진되었으나 평가설계는 영역별 시너지를 최대화하고 효율적인 의사
소통 및 규모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평가영역을 연계하여 평가준비, 평가실행, 결과분석
을 추진하였다. 평가영역 간 연계를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전문기관이 컨소시엄을 이
루어 단일 평가사업자로서 평가를 관리, 모든 평가영역을 통제하도록 설계하였다(OECD, 2012b,
p.81).

2) 예산 제약에 기인한 평가 관리의 문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사업 설계 시 참여국의 분담금과 여러 재단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필요 예산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OECD 회원국들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2008년 12월에 10개국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를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실행가능성 평가 출범 직후 발생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민간 재단
및 자선단체로부터의 모금활동이 약화되면서 참여국들은 참여 준비과정을 연장하거나 수정해야 했
다. 세계경제위기로 촉발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재정적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OECD는 사업 진행을 위해 두 개의 주요 계약자(평가사업자)들과 사업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
위 내에서의 비용 삭감과 더불어 다양성 및 폭 넓은 지원 확보를 위해 참여국 수를 늘릴 것을 협상
하였다. 또한 사업 설계 및 일정이 재검토 되었으며 사업 모멘텀(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확
보 현황에 따라 사업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하였다(OECD, 2012b, p.86)11).

나. 단계별 실행가능성 평가 과업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국제적 맥락에서 통용 가능
한 평가 틀 및 평가도구가 개조･개발되었다. 이는 참여국 간의 소규모 테스트를 통해 국가･언어･문
11)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예산 제약에 OECD 사무국 및 참여국이 어떻에 대응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최정윤 외(2012) 47쪽부터
54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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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관적 배경을 막론하고 입증 가능한 개념 확립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2단계에서는 테스트
실행, 채점, 결과 분석과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AHELO의 과학적･실질적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가 활용되었다. 3단계에서는 가치부가 측정을 위한 방법론과 접근법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대학에서의 학습경험을 통해 새로 습득한 지식 및 능력, 즉 대학이 학생들의 학
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다. 실행가능성 평가 관리 및 주요 역할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평가 설계 및 실행은 참여국을 포함한 국제 평가사업자 및 OECD 사
무국 관계자의 협업을 동반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 및 실무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
였다. <그림 Ⅱ-1>은 이들의 관계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 수행
을 위한 국제수준에서의 주요 역할자의 역할과 책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ECD 사무국의 역할과 책임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설계와 실행은 참가국 정부, 국제 평가사업자와 OECD 사무국 간의
협력을 필요로 했다. OECD 사무국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전반적인 관리를 졌다. AHELO
국가전문가(GNE)의 도움을 받아 계약지침서(terms of reference)를 개발, 평가사업자(컨소시엄)에
대한 작업 지시, 계약 관리, AHELO GNE와 평가사업자 간의 연결 통로, 질 보장을 목적으로 한 평
가사업자 활동 모니터링을 담당했다. 또한 OECD 사무국은 정책적 차원에서 참여국가들 간의 동의
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은 고등교육 운영위원회 이사회와 교육정책위원
회에 사업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추가적으로 OECD 사무국은 모든 문서와 보고서를 적극적
으로 개발하고, 참여국가에 자료를 배포하기 전 의사결정조식의 승인 절차를 포함하여 프로젝트를
문서화하는 모든 절차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특히 회의자료, 설명서 그리고 테스트
자료에 적용되었다. 또한 OECD사무국은 실행가능성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
는 AHELO GNE, 계약자들 그리고 참여국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통계적 분석과 계약
자들이 제공한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다(OECD, 2012b,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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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AHELO 사업 추진 체제
출처: 최정윤 외 2012, p.22

2)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거버넌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OECD 내의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세
개의 OECD 내 공식기구(교육정책위원회,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이사회, 그리고 AHELO 국
가전문가그룹)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이끌었다. OECD는 이들 각각의 그룹을 위한 사무국으
로 활동하였다. 참여국 대표로 구성된 교육정책위원회가 OECD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OECD 내
모든 교육 분야 업무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EDPC는 OECD 내 교육 관련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의 최고 주체이다. 교육정책위원회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착수 여부를 결정지었
고, 향후에는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이사회는 AHELO 실
행가능성 평가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졌다.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이사회를 통해, 여러 정부
와 기관은 OECD의 업무 및 예산 프로그램 목표 안에서 AHELO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들 우선
순위가 실행되는 동안 엄격히 감독하였다.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이사회는 AHELO에 대학이
정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이루
어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접근방안이 대학의 필요와 이해를 반영하게 된 것은 AHELO 거버넌스
체제 내에 포함된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이사회의 역할이 컸다.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이사회는 OECD 국가의 모든 공인된 고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협회와 정부 대표부에
도 개방되어 있으며 이들이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OECD, 2012b,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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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정책목표를 결정했다.
• 실행 과정 동안 주요 시점별로 사업 설계 시 설정했던 세부 목표 도달 여부 포함하여 정책 목
표 도달 수준을 점검하였다.
• 참여국, 참여대학,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추진 상황에 대해 충
분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평가내용과 평가방법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역량을 필요
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위원회와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이사회의 구성원 이외에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정책위원회와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이사회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방법, 시기, 원칙 등의 실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AHELO 국가전문가그룹에 위임하였다. AHELO
국가전문가그룹은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의 하위조직으로 활동했으며 참여국 및 회원국 대표
가 구성원을 지명하였다. AHELO 국가전문가그룹은 이 실행가능성 평가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OECD 회원국 대표도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발언권을 갖거나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거버넌스는 평가 개발의 직접적인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OECD 회원국
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가능하게 하였다. AHELO 국가전문가그룹의 역할은 다음과 같
다(OECD, 2012b, p.79).
•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이사회에 의해 정립된 정책목표와 함께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제
시함.
• 평가사업자 입찰 과정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설계와 실행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림.
• 테스트 도구와 설문조사 도구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지표, 분석 및 자료 수집 도구의 개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함.
• 실행가능성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의 중요한 단계에서 고등교육기관 관리 프로그램 이사회가 정
립한 정책목표 실천 여부를 점검함.
• 실행가능성 평가에 대한 모든 보고서의 준비 과정, 검토 그리고 완성을 지원함.

3) AHELO 평가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AHELO 평가사업자는 실행가능성 평가의 개발과 추진관리를 담당했다. 고등교육 운영위원회와
AHELO 국가전문가가 정한 지침 내에서 호주 교육 연구 협의회(ACER)가 평가사업자를 주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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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운영지침서에 따라, 평가사업자는 실행가능성 평가를 위한 각기
다른 부문들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의사소통을 간소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
성되었다. 평가사업자의 협력기관들의 구성 및 역할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AHELO 평가사업자의 구성 및 역할
모듈구분

담당 기관

역할

Module A

미국 CAE, 호주 ACER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및 관련 자료 개발

Module B

미국 ETS

경제학 영역 평가도구 및 관련 자료 개발

Module C

호주 ACER, 일본 NIER,
이태리 플로렌스 대학

공학 영역 평가도구 및 관련 자료 개발

Module D

호주 ACER, 네덜란드 CHEPS, 미국 CPR 배경요인 조사도구 개발

Module E

호주 ACER

사업운영, 설문조사, 평가결과 분석

벨기에 cApStAn

평가도구 번역 및 개조, 번역 검토, 번역 질 관리

캐나다 Statistics Canada, 호주 ACER

평가참여 표집안 설계

출처: 최정윤 외, 2012, p. 31

이 사업 내에서 평가사업자의 과업은 다음과 같다(OECD, 2012b, p. 98).
• 프로젝트 책임자와 AHELO 입찰 공고에 제시된 사업 추진 역량이 갖추어진 직원들을 선발함.
프로젝트 책임자는 계약내용 수행, OECD 사무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 사무국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에 대한 책임을 짐.
•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개발과 관리를 돕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지원함. 국가사업
책임자와 대학별 사업담당자의 과업, 채점과 코딩 과정을 위해 각 국의 사업담당자들에게 필요
한 연수를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함.
• AHELO 국가사업책임자(NPMs)를 구성하고 관리함.
- AHELO 국가사업책임자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업무 관계를 설정함.
-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횟수와 회의장소를 결정함.
- 테스트 및 설문조사 실행 전 연수 세션을 포함하여 국가사업책임자 회의를 조직하고 개최함.
• AHELO TAG(기술자문단)12)을 구성하고 관리함. AHELO GNE의 컨설팅을 받고 OECD 사무국

12) AHELO GNE가 TAG 운영의 책임을 OECD 사무국으로 이전시키기 전까지 TAG의 운영은 2012년 2월까지 AHELO 평가사업자의 책임하에
있었다. 이는 평가의 마지막 결론 단계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OECD, 2012b,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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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을 받아 AHELO 기술자문단의 위원과 책임자에 대한 안을 제시함. 기술자문단의 자문
료 지급을 포함하여 기술자문회의를 운영함.
•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OECD 사무국과 협력함. 이러한 협력의
내용 중에는 평가 후반에 참여 혹은 탈퇴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연시킨 참여국이 유발하는 국제
적 비용에 관한 조언 제공을 포함함.
• 중요한 자료, 회의 문서와 기록을 저장할 수 있게 AHELO 사업만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참여국 사업 관계자와 OECD 사무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질 보증 절차를 개발하고 추진함.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사업책임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질 보증 절차와 일정을 설계함.

4) 평가사업자 참여기관들의 특징
평가사업자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실행 관리 및 평가결과 분석 등
사업 전반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졌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평가사업자는 총 11개 전문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11개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ECD, 2012b, p.97).
ACER는 비영리독립기구로 호주에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평가 전문 연구 기관이
다. ACER는 최근 호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인도, 중동 그리고 영국에 위치
한 사무국을 통해 국제적으로 사업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cApStAn은 언어의 질 관리와 동등화 조
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cApStAn 내 전문가들은 PISA, PIAAC 그리고 다
른 국제비교평가 연구에서 광범위한 경력을 쌓았다. CHEPS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정책
연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 및 응용 연구는 물론 교육, 훈련 그리고 자문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다. 인디애나 대학 고등고육 연구센터(CPR)는 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주요 연
구들을 주도하였고 전미대학생참여 설문조사(NSSE)를 주관하고 있다. NSSE는 최근 대학교육 성과
데이터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 국가 내 전문
기관과 협력에서 변형된 NSSE를 제공하고 있다. CAE는 최근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는 고등
교육 학습성과 평가 도구인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도구(CLA)를 개발하였으며, 동 평가를 주관하였
다. ETS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육 평가 및 연구 기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ETS는 조사도구 개발 분야에서 필수적인 투입요건들을 제공하고 제시된 문제 해결
능력을 PIAAC, PISA 그리고 TALIS와 같은 현존하는 프로젝트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육 성취도 자료 처리 평가 및 연구 센터 국제 협회(IEA DPC)는 대규모 설문조사 데이터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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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15년이 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는 일본 최고의 교
육 연구소이자 개발 기관으로서 AHELO와 직접 연관이 있는 OECD, IEA, UNESCO 그리고 APEC
사업들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SoNET 시스템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인프라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온라인 검사 시스템 개발
도 포함된다. 캐나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청으로서 최근 몇 년 간 많은 국제 연구에 기여한 바 있다.
플로랜스 대학교는 공학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및 글로벌 공학교육 네
트워크(EUGENE)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76개의 국제적 조직을 대표하고 있다. Westat는 데이
터 분석 전문기관으로 PISA와 같은 국제 설문조사와 NAEP과 같은 큰 규모의 국내 연구영역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다(OECD, 2012b, p.97).

3 평가도구 개발13)
3절에서는 AHELO 고등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에서의 개발절차와 평가
영역별 평가 틀 및 평가도구를 제시하였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있어서 평가영역 및 평가내
용에 대한 논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과업으로, 평가 사업 출범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다
루어졌으며, 총 여섯 차례의 국가전문가그룹 회의를 통해 그 영역과 내용이 확정되었다. 평가도구
개발 절차는 평가 틀 개발, 평가 도구 개발, 평가도구 및 설문조사 번역, 소규모 타당도 조사, 최종
검토 등의 5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평가도구는 일반핵심능력, 전공능력(공학, 경제학), 배경요인
영역별로 개발되었다.

가. AHELO 평가도구 개발 절차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의 질은 학습성과 평가 및 배경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쓰인 평가도
구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다국적 교육환경에서의 평가 및 조사도구 개발은 <그림Ⅱ-2>와
같이 5단계 과정을 포함한다.

13) 이 절은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수행된 평가도구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서 OECD AHELO 사업본부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과정 보고서
(OECD, 2011a; 2011b; 2011c; 2011d)와 3차년도 보고서(최정윤 외, 2011)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특히 이 절은 기존 보고서에서
수록하지 않은 일반핵심능력 개념이 설정된 과정과 정의된 개념, 전공능력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배경요인
영역의 조사도구의 핵심요인 및 지표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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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AHELO 평가도구 개발 절차
출처: OECD 2012b, p.106

다섯 단계별로 테스트 및 설문조사 도구 개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가 틀 개발 : 평가 틀은 평가의 목적 수립,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 및 테스트 결과 해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임시 평가 틀(Provisional
frameworks)은 기존의 도구를 검토하고 국제 전문가 그룹의 평가 틀 구조 검토, 국내 전문가
들의 인증 자문, 최종 확인의 단계를 거쳐 마련되었다.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 틀은 간소한
절차를 통해(Fast-tracked procedure) 검토되었다(OECD 2012b, p.107)
2) 평가도구 개발 : 평가 틀의 이원분류표(table of specifications)에 부합하는 항목 개발 및 선
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각각의 평가영역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답을 서술하는 서술형 문항
과 답을 선택하는 선택형 문항이 개발되었다(OECD 2012b, p.109).
3) 테스트 및 설문조사 도구 번역: 다국적 간의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국 내 번역 작업
과 및 개조 작업을 실시하였다. 일련의 질 보증 및 질 관리 절차가 수용되었다(OECD 2012b,
p.111).
4) 소규모 타당도 조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파일럿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항목의 질
과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도구의 난이도, 학업과의 연관성, 시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
을 얻을 수 있었다(OECD 2012b, p.111).
5) 최종 검토: 소규모 타당도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통해 평가도
구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실시하였다(OECD 2012b,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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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핵심능력, 경제학, 공학, 배경요인의 평가 틀 및 평가 도구 개발
1) 일반핵심능력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 평가도구는 본 사업의 평가목적에 적합한 기존의 평가도구를 선택하
여 활용하였다. 2011년 4월에 개최된 기술자문단 회의에서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는 서술형 평
가만이 아닌 선택형 과제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명됐지만, 사업본부의 예산문제로
인하여 서술형 평가만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술자문단은 선택형 평가를 AHELO 사업의
타당성 평가 연구 실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였고, OECD 사업본부는 이를 받아들이
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핵심능력 영역은 서술형 평가와 선택형 평가의 2가지 유형의 평가
도구로 측정하게 되었다(OECD 2012b, p.113).
서술형 평가도구로는 미국 CAE에 의해 개발된 평가 도구(CLA)가, 선택형 평가도구로는 호주
ACER에 의해 개발된 평가 도구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
평가도구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제수준에서 합의된 평가 틀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 아닌 기존
의 평가 도구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할 핵심 역량에 대한 국제적인 일치가 부족한 것으로 드
러났다(OECD 2012b, p.112-p.113).
□ 평가내용
일반핵심능력(generic skill)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AHELO 사업에
서는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를 위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2009년 AHELO 자문위원들
은 오늘날 지식경제에서 분석적 추론, 문제해결과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기술 등의 일반적 사고능
력, 이와 더불어 이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반적 능력들
은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 평가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OECD 2012b, p.112-p.113).
○ 일반핵심능력의 개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광범위한 사고능력(Broad Abilities)에 해당하는 사고능력을 일
반핵심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 사고능력은 일반적이고 다른 전공영역에도 전이될 수 있는 능력으
로서, 특정 전공분야에서 습득되는 전공지식이나 지능(g)과는 구분된다. 즉, 광범위한 사고능력은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좀더 일반적인 영역(more generally, across domains)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능력으로서 예를 들면 언어･수적･공간 추리 능력, 이해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등의 복잡한 특
정 인지과정(사고)을 포함하고 있다(Bransford, Brown and Cocking, 1999; Norris and 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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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Martinez, 2000; Shavelson and Huang, 2003, OECD 2011d에서 재인용).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정의한 일반핵심능력은 McCurry(2004)의 사고능력 모델의 중심원
(core)에 해당한다([그림 Ⅱ-3]참조). 이 모델의 바깥 링(outer ring)은 좀 더 특화된 능력
(specialized abilities)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쪽 링(inner ring)은 교육과정이나 전공과 관련되어
구분되어 있다.
즉,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에서의 일반핵심능력 평가 도구는 이 모델의 중심원에 해당하
는 부분을 평가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a. 사전지식과의 분리된 평가로 사전 지식의 측정의 최소화
b. 교육과정에서 습득되는 능력에 대한 평가
c. 다양한 평가 참여국과 참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평가

[그림 Ⅱ-3] AHELO 사업에서 정의한 일반핵심능력
출처: OECD, 2011d,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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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도구의 구성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 평가도구는 서술형 과제와 선택형 과제의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
다. 서술형 과제는 미국 CAE에 의해 개발된 평가도구(CLA)의 문항을 활용하였고, 선택형 과제는
호주 ACER에 의해 개발된 평가도구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CLA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R. Shavelson의 학습성과 개념틀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일반핵심
능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된 개방형 과업 수행 방식(open-ended task performance)의 평가도
구이다. 측정구인은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 능력 등이다. 이 서술
형 평가도구는 통계자료나 설문조사에 기초한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평가방법으로 대학을
평가단위로 하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평가도구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호주 ACER에 의해 개발된 선택형 과제도 서술형 과제와 마찬가지로 분석적 추론력, 비판적 사고
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서술형 과제와 선
택형 과제는 인지적 능력의 핵심능력의 측정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유형의 문항들은 평
가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서술형 문항은 문항자체의 특성상 평가적 성격이 있으므로
선택형 문항보다 비판적 사고의 측정에 더 초점을 두었다. 선택형 문항은 서술형 문항보다 넓은 범
위의 주제와 사고유형을 다루지만 일반적 사고와 글쓰기 능력은 측정하지 않는다(OECD 2012b,
p.115).
□ 평가도구의 특징 및 평가시간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 평가도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술형 과제(Constructed response task)
CLA 서술형 과제는 2종의 수행과제(Performance Task)로 구성되어 있다. 총 평가시간은 90분
이 소요된다.
서술형 과제는 학생들에게 가상 시나리오 형식의 실생활 문제상황을 다양한 관련 자료와 함께 제
시하고 이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설계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관련
자료들은 메모, 통계자료, 표, 그림, 데이터, 뉴스, 실증 연구결과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주제와
관련하여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서술하면서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능력,
문제해결 능력, 글쓰기 능력 등의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서술형 과제의
문항과 함께 제공되는 자료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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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형 과제의 문항 예시
∙ 자신이 서울시의 시장이라고 가정하고 시의 범죄율 저하를 위한 정책 전략을 제시하라. 특히
1) 약물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증대, 2) 보안을 위한 강력 정책 실시 등 두 개의 정책 대
안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전략을 제시하라
▮ 서술형 과제에서 함께 제공되는 자료의 목록 예시
∙ 메모 형식의 자료: 특정한 약물치료 프로그램보다는 거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적인 의견
∙ 뉴스형식의 자료: 지역에서 발생하는 약물 관련 범죄에 관한 내용
∙ 연구 요약 형식의 자료: 약물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한 과학적인 실증연구 결과
∙ 웹문서 형식의 자료: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의 검색
∙ 데이터 형식의 자료: 정책부서에서 제공한 범죄와 커뮤니티에 관한 자료
∙ 통계 자료: 약물중독자들의 비율과 범죄 발생률 관계를 비교한 통계 자료
○ 선택형 과제(Multiple-Choice task)
선택형 과제는 문화적 배타성을 내포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제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평가 실행
에 장애요소를 배제하는 등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문항이 선정되었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30분의 평가시간이 소요된다. ACER는 구인설계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을
구분하여 다루면서 이들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것들을 평가요소로 선정하였
다([그림 Ⅱ-4]참조).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선택형 과제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유형은 <표
Ⅱ-2>와 같다.

[그림 Ⅱ-4]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을 위한 선택형 평가도구의 평가 영역
출처: 최정윤 외, 2011,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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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AHELO 일반핵심능력 평가를 위한 선택형 문항의 유형
구분

유형

표현형식

산문형식의 문장, 개념수준의 문장, 다이어그램, 그래프, 표

학문분야

과학, 경상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학

주제

경험적, 지역적, 사회문화적, 개인적

과제

이해,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자료분석, 정보처리

언어수준

상, 중, 하

출처: AHELO 평가사업자가 참여국 국가사업책임자에게 제공한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2) 경제학 및 공학
AHELO 전공영역의 경제학 및 공학 평가도구 개발은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경제학 및 공
학의 평가 틀은 ‘Tuning-AHELO 학습성과 개념 틀’과 두 전공의 교수법에 관한 기타 자료를 토대
로 개발되었으며 국제 전문가 그룹의 승인을 받았다. 즉, 개발된 평가틀에 기반하여 평가할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기대 학습성과를 명시하였다. 또한 평가도구에 대한 개요도 함께 제
공하였다.
AHELO 전공영역 평가 틀의 국제개발 및 검증은 국제 수준에서 학습성과를 정의내리는 것이 가
능함을 의미한다. 평가도구는 테스트 개발자,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cognitive
labs 및 패널을 통해 검토되었다. 질적검증은 전공영역 참여국의 다양한 기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실행되었다.
가) 경제학
AHELO 경제학 평가틀은 ‘Tuning-AHELO 경제학 학습성과 개념 틀’과 ‘QAA Subject
benchmark Statement for Economics 2007’ 그리고 경제학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되었다.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와 경제 교육학자와 경제학 전문가들이 평가틀과 평가
도구 개발에 참여하였고, 참여국의 경제학 전문가와 주요 국제기구, AHELO 평가사업자 전문가가
문항 검증과 수정에 관여하였다(OECD 2012b, p.115).
□ 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
AHELO 경제학 학습성과 평가는 단순한 지식의 회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내용적 지식 그 이
상의(above content) 기술- 개념의 응용, 적절한 통계적･비통계적 도구의 사용, 결론의 도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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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경제학 용어에 대한 능통성-에 초점을 두었다. AHELO 경제학 평가 영역은 다음 5가지 학습
성과를 반영하여 설정되었다(OECD 2011b, p.6).
ⓛ 전공지식과 이해도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전공지식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관련 자료와 양적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문가와 비전문가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⑤ 독립학습(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각 평가영역별 평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OECD 2011b, p.8-p.13).
ⓛ 전공지식과 이해도를 설명할 수 있다.
- 경제학 용어에 대한 일관되고 논리적인 구사능력,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표준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능력
- 경제학 원리에 대한 일관되고 논리적인 구사능력,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하여 일관되고 설
득력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 논쟁을 할 수 있는 능력
- 개인, 가구, 기업, 정부 등의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러
한 이해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결정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 경제 시스템의 기본 작동과 그러한 시스템에서 정책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경제적 모델이나 분석방법에서 주요 특징과 결함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② 전공지식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경제적 추론과 분석방법의 효과적인 응용(시장, 공공재정, 환경, 가난,
건강, 노동 시장, 국제무역, 경제발전 등)
- 분석 결과와 경제적 논쟁에 대한 가정, 가설과 함축된 의미의 인식
- 경제적 추론,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서 경제적 추론을 통한 경제적 조언과 정책 형성 및 평가
③ 관련 자료와 양적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자료 생성과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원과 방법들에 대한 지식과 자료 접근법에 대한 이해도
∙ 다양한 자료에 대한 접근법, 자료 수집 방법과 그 한계점에 대한 이해
∙ 기술통계, 가설검증, 상관관계, 다변량 분석 등의 자료 분석법 활용
∙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능력, 사용한 자료와 분석법의 한계 인식
④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 경제적 논쟁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이러한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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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인터넷이나 컴퓨터 프로젝트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짐)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유형
이 있다.
∙ 정보, 아이디어, 문제와 해결책 공유하기
∙ 표, 차트, 그래프, 모델 등의 적절한 분석도구를 활용한 의사소통하기
∙ 활용가능한 방법으로 양적 정보 보여주기
∙ 데이터 자료 요약하기
∙ 전문가나 비전문가에게 결과 설명하기
⑤ 독립학습(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 다양한 경제 주제에 대한 반성적, 비판적 사고 능력. 경제사상사, 경제적 행동 모델링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이나 경제 문제의 분석 혹은 연구의 다른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과 이해
- 경제학에서 특정 문제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능력. (1)연구 주제의 형성, (2)이전 관련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한 지식 , (3)적절한 탐구 방법의 선택, (4)결론 도출 능력.
- 정보소양(특정 경제 문제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규명, 발견, 습득, 이해, 평가, 활용 능력). 정
보소양은 (1)필요한 정보 범위의 한정, (2)정보에 대한 효과적, 효율적인 접근, (3)정보와 출처
에 대한 비판적 평가, (4)선택한 정보를 기존 지식에 통합, (5)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율
적인 정보 활용을 포함
□ 평가도구의 구성 및 특징
AHELO 경제학 평가 도구는 45개의 선택형 문항과 1종의 서술형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
택형 문항은 60분, 서술형 문항은 30분의 평가시간이 소요되어, 총 90분의 평가시간이 소요된다.
문항들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요소를 균형적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평가를 통해 요
약, 분석,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정량화, 설계, 구조화(framing) 등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발하였다(OECD 2011b, p.15-p.17).
서술형 평가 문항은 문제가 제시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설명을 하는 등의 수
행을 해야 한다. 이 문항들은 구조화된 짧은 답을 요구하는 문항과 구조화된 긴 답을 요구하는 문항
으로 구성되며, 이는 문제의 복잡성과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예상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다. 선택형
문항은 제한된 시간과 문항수 등의 이유로 모든 평가 영역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
이 이를 보완하였다(OECD 2011b, p.15-p.17).
AHELO 경제학 평가의 평가요소별 선택형 문항의 빈도를 나타내면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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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AHELO 경제학 평가를 위한 선택형 문항의 분포
학습성과

빈도(%)

Ⅰ

Ⅱ

Ⅲ

Ⅳ

Ⅴ

15-20

60-70

15-20

0-5

0-5

출처: OECD(2011b, p.17)

나) 공학
AHELO 공학 평가도구 역시 경제학 평가도구 개발과 마찬가지로 평가 틀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전공영역 공학부문 평가 틀은 ‘Tuning-AHELO 공학 학습성과 개념 틀’ 및 AHELO 공학부문 워
크숍, 기타 AHELO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특히 ‘Tuning-AHELO 공학 학습성과 개념 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활용되고 있는 EUR-ACE 학습성과 기준과 ABET의 EC2000 기준을 비교분석
하여 합의된 정의를 도출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평가틀 개발에 근거가 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OECD, 2012b, p.121).
두 기준을 선택하여 비교분석한 이유와 합의된 정의를 도출한 결과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또
한 추후 각 공학 전공분야에서 학습성과 개념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기계공학분야의 학습
성과를 <부록2>에 제시하였다.
평가 틀 개발에는 PISA의 설문조사 실행에 쓰인 조사도구 개발 과정 및 실행과정에서 얻은 시사
점, 평가사업자의 전문가 그룹 및 공학 교육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을 참고하였다(OECD, 2012b,
p.121).
□ 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
AHELO 공학 평가도구는 수학적･과학적 사고를 평가하고 공학적 분석능력과 설계능력,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학적 지식과 해석 활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AHELO 공학 평가
영역은 일반 공학기술, 공학 기초능력, 공정의 분석, 설계, 실행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들과의 관
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OECD 2011c, p.6-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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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AHELO 공학 평가영역
출처: OECD(2011c, p.7)

AHELO 공학 평가영역에 해당되는 하위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OECD 2011c, p.6-p.8).
○ 일반 공학기술(Engineering Generic Skills)
- 공학계 및 일반 사회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능력
- 공학의 다각적인 맥락을 인지하고 이를 설명/입증하는/나타내는 능력
○ 공학 기초능력(Basic and Engineering Sciences)
- 공학 부문의 과학적･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지식을 입증하는 능력
- 공학 부문의 주요 개념 및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나타내는 능력
- 공학 부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입증하는 능력
○ 분석(Engineering Analysis)
- 학습한 방법을 사용하여 공학적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지식과 해석을 적용하는 능력
- 공학 상품, 제조 과정과 방법을 분석하는 데에 지식과 해석을 적용하는 능력
- 분석 및 모델링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능력
-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
- 적절한 실험을 설계･수행하고 데이터 분석 및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 연구력을 입증하는 능력
○ 설계(Engineering Design)
- 특정 요구에 맞춰 설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해석을 적용하는 능력
- 설계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이를 활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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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Engineering Practice)
- 적절한 재료, 기자재,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
- 공학적 문제해결을 위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는 능력
- 적용 가능한 기술과 방법 및 그 한계에 대한 이해를 입증하는 능력
- 실무에서 나타나는 비기술적 측면을 이해하고 직업윤리, 책임 및 규범 준수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
- 안전･보건･법률적 사안에 대한 이해도와 공학 실행의 책임, 공학적 해결책이 국제, 경제, 사
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능력
- 위험과 변화관리와 같은 거래/사업 관행 및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지식과 한계점을 입증하는
능력
□ 평가 도구의 구성 및 특징
AHELO 공학 평가도구는 20문항의 선택형 문항과 2종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90분
정도의 평가시간이 소요된다. 선택형 문항은 주로 공학 기초능력을 측정하고 서술형 문항은 공학적
분석, 설계 및 실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서술형 평가 문항에서 공학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안하기, 공학 설계 완성하기, 분석 과정 묘사하기, 복잡한 자료를 활용하고 평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등의 다양한 답을 하게 됨에 따라 선택형 문항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하고 독창
적인 사고를 표출하게 된다(OECD 2011c, p.6-p.8).
선택형･서술형 문항의 평가 영역별 배점 분포와 가중치는 <표 Ⅱ-4>와 같다. 배점에 대한 가중
치는 공학 공정-분석, 설계, 실행-영역은 동일한 배점 가중치를 제공하였고, 일반 공학기술 영역은
배점 가중치를 적게 제공하였다(OECD 2011c, p.8).
<표 Ⅱ-4> AHELO 공학 평가의 채점요소 분포
일반 공학기술

공학 기초능력

분석

설계

실행

가중치

선택형 문항

0

20

1

1

1

50%

서술형 문항

4

0

6

6

6

50%

10%

45%

15%

15%

15%

1･00%

가중치
출처: OECD 2011c,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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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요인 설문조사
AHELO 배경요인 영역의 조사는 대학생의 학습 경험과 대학의 교육 환경에 대한 실증 정보를 파
악하고 이를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최정윤 외, 2011, p.89).
AHELO 배경요인 설문조사의 틀과 도구 개발은 OECD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른 평가 영역의
개발 과정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ACER가 이끄는 평가사업자는 AHELO 배경요인 설문조사
를 위한 개념 틀을 설계하고 각 참여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 요인 및 지표 리스트를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교수･기관 등의 배경적 정보
를 수집하기 위해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폭 넓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과 더불어 설문항목의 범위와 특성에 대한 학생 및 교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심층면담도 실시되었
다(최정윤 외, 2011, p.112-p.123).
□ 조사 도구의 구성 및 특징
AHELO 평가사업자는 개발된 개념 틀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도구로는
학생설문조사(Student Context Instrument: SCI), 교수설문조사(Faculty Context Instrument:
FCI), 대학설문조사(Institution Context Instrument: ICI) 등 총 3종이 개발되었다. 또한 국가 배
경 정보(National Context Information: NCI)도 각국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배경
요인 영역 자료 수집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학생설문조사는 총 23문항, 소요시간 10분, 교수설문조
사는 15문항, 소요시간 10분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설문조사는 47문항, 대학 사업 총괄담당자가 작성
하도록 하였으며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다.
□ 조사 영역 및 내용 요소
AHELO 배경요인 설문조사 개념 틀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공한다. AHELO 배경요인 설문조사는 배경요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뿐만이 아
니라 배경요인과 일반핵심능력 및 전공능력 시험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데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①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개념적 포커스 설정 및 분석의 범위 한정 ② 효과적인 데이
터의 수집, 분석, 보고를 위한 기술적인 근거 마련 ③ 평가의 효율성 제고(최정윤 외, 2011, p132).
AHELO 배경요인 영역의 조사 도구 개발에는 OECD’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INES)
가 활용되었다. 조사 도구에 대한 영역별 내용 요소는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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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OECD 교육체계 지표(INES)기반 확장된 배경요인 조사 영역별 내용요소
단계
영역

Ⅰ. 학생

1. 학습 성과 요인
(성과)

3. 선행 및 제한 요인
(투입)

∙ 대학 학업성취도
∙ 만족도
∙ 직업 준비도

∙ 도전적인 학업 과제
∙ 인구학적 특성
∙ 일 경험/기업 또는 현장에서의 일 ∙ 등록 형태
∙ 학습에 대한 기대
경험
∙ 교수와의 상호작용
∙ 능동적 학습 환경

∙ 학생 능력에 대한 인식

∙
∙
∙
∙

질 제고를 유도하는 보상 체계
교육활동 중요도
교수 문화
교수(teaching) 양태

∙ 교수진의 특성
∙ 교육 업무량
∙ 기업/산업과의 연계

∙ 졸업률
∙ 졸업생 성과

∙
∙
∙
∙
∙
∙

재정 지원
학생 선발
학생 지원 서비스
학사 구조
커리률럼
국제화

∙
∙
∙
∙

기관
기관
학생
교수

∙ 학위취득률
∙ 졸업생 성과

∙
∙
∙
∙

학위 구조
재정 지원
교수진 자격
국제화

∙
∙
∙
∙

고등교육 부문 배경
국가적 배경
학생 인구 특성
교수 인구 특성

Ⅱ. 교수진

Ⅲ. 대학

Ⅳ. 고등교육
체제

2. 정책 및 배경 요인
(과정)

유형
소재지
구성상의 특성
구성상의 특성

출처: 최정윤 외, 2011, p.126-127

AHELO 배경요인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핵심요인 및 지표는 실행적(practical)･기술적(technical)･
실제적(substantive)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실행적 측면으로는 가능성, 시간강제성, 필요성,
대답에 대한 부담, 지속성에 관한 내용이 고려되었고, 기술적 측면으로는 신뢰성, 타당성, 샘플링의
필요성, 채점의 필요성이, 실제적 측면으로는 연관성 있는 이유, 연구에의 기여, 개선가능성 등에 관
한 내용이 고려되었다(최정윤 외, 2011, p.128-p.129).
학생 수준 설문조사도구에서 산출 요인으로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취수준, 만족도, 취업준비도 등
3개 요인, 과정 요인으로는 도전적인 학업 수행 경험, 일반적인 일 경험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 교
수와의 상호작용, 능동적 학습 환경 등 4개 요인, 투입/선행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 등록 관련
특성, 진로 기대 등 3개 요인이 각각 선정되었다(최정윤 외, 2011, p.132-p.133).(<표 Ⅱ-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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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AHELO 배경요인 조사를 위한 학생 설문조사도구의 핵심 요인 및 지표

단계

요인 및
지표

요인
대학 학업성취도

산출 및 성과 단계 만족도
취업 준비도

과정 단계

투입 단계

측정 지표
∙ 자기보고식 학업 성취 수준
∙ 전반적인 만족도
∙ 학위과정 중 일 경험

도전적인 학업과제 수행경험 ∙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상보다 많은 노력을 들여 학업을 수행한
경험
∙ 과업시간: 수업 시간(주당)
∙ 과업시간: 수업이외 학습시간
∙ 수업 중 기억력 강조
∙ 수업 중 적용능력 강조
∙ 수업 중 통합과 구조화 능력 강조
∙ 수업 중 판단과 비판 능력 강조
∙ 수업 중 분석력 강조
일 경험/기업에서 일 경험

∙ 전공이나 학업과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않은 일 경험

교수와의 상호작용

∙ 교수가 학업에 도움 되는 조언이나 의견 제공
∙ 교수가 진로나 미래 학업과 관계된 지도와 조언 제공
∙ 교수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

능동적 학습환경

∙
∙
∙
∙

수업 외 동료와 학습 관련 교류 경험
교수방법에 노출된 정도(강의, 그룹 학습, 세미나 및 튜토리얼)
수업 중 질문/토론 참여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인구학적 특성 및 기타

∙
∙
∙
∙

성별
연령
출신 국가
부모의 최종학력 및 현재 직업

등록 관련 특성

∙ 전일제/시간제 여부
∙ 온라인 등록 여부

진로 관련 기대

∙ 대학 졸업 후 기대하는 진로 (전공 관련 취업, 전공 외 취업, 진학 등)

* 최정윤 외, (2011, p.132-133.)에서 서술된 학생용 설문조사도구 초안과 이에 대한 한국 사업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최종안을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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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수 설문조사도구에서 산출 요인은 교수가 인지한 학생 능력 요인이 선정되었고, 과정
요인은 교육 질 제고 관련 보상 체제, 학부수업 중요도, 교수 문화 등 3개 요인, 선행/투입 요인은
교수 개인적 특성 및 교수 업무량 등 2개 요인으로 설계되었다(최정윤 외, 2011, p.136-p.137).(<표
Ⅱ-7>참조).
<표 Ⅱ-7> AHELO 배경요인 조사를 위한 교수 설문조사도구의 핵심 요인 및 지표

단계

요인 및
지표

산출 및 성과 단계

과정 단계

요인

측정 지표

교수가 인지한 학생 능력

∙ 교수가 인지한 해당 대학
∙ 졸업생들의 능력 수준

교육 질 제고 관련 보상 체제

∙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상 체제

학부수업 중요도

∙ 대학 차원에서 부여하는 학부수업/연구 활동의 중요도

교수 문화

∙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진의 공동 노력 여부
∙ 교수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학습 관련 과업 정도

교수 개인의 특성

∙
∙
∙
∙
∙
∙
∙

투입 단계

교수 업무량

자격 사항
전일제/시간제 근무
직위
학문 분야 경력 연수(年數)
성별
사용 언어
연령

∙ 교육 관련 업무량
∙ 연구 관련 업무량
∙ 봉사 및 행정업무 관련 업무량

* 최정윤 외 (2011, p.136-137)에서 서술된 교수용 설문조사도구 초안과 이에 대한 한국 사업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최종안을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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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학 설문조사도구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과 지표이다. 대학 차원의 성과 요인으로는 졸업
률과 졸업생 성과가 채택되었다. 대학 차원의 과정 요인으로는 재정 지원, 학생 선발, 학생 지원 서
비스, 학사 구조, 커리큘럼 특성, 국제화 등 6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대학 차원의 투입/선행 요인에
특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 설문조사도구의 투입 요인은 대학의 유형, 학생 특성,
소재지, 교수 특성 등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최정윤 외, 2011, p.139-p.140)(<표 Ⅱ-8>참조).
<표 Ⅱ-8> AHELO 배경요인 조사를 위한 대학 설문조사도구의 핵심 요인 및 지표

단계

요인 및
지표

산출 및 성과 단계

요인

측정 지표

졸업률

∙ 졸업률(전체 입학생 중 학위취득자 비율)

졸업생 성과

∙ 졸업생취업률 (학부 졸업 후 취업률(%))
∙ 상급학교 진학률(석･박사 진학률(%))

재정 지원

∙ 정부 지원 재정 비율

학생 선발

∙ 입시경쟁률 (1년 단위)

학생 지원 서비스

∙ 학습 관련 지원(지원 프로그램 혹은 지원 조직 유무)
∙ 학습 이외 기타 지원(지원 프로그램 혹은 지원 조직 유무)

학사 구조

∙ 학위 수여까지 걸리는 연수
∙ 학위의 특수화･전문화

과정단계
커리큘럼

∙ 커리큘럼의 중점 사항(general vs. specialized)

국제화

∙ 외국인 유학생 비율

유형

∙ 대학 예산 중 공적 재원 비율
∙ 교육 중심/연구 중심
∙ 대학이 제공하는 최고 학위 수준

학생 특성

∙
∙
∙
∙
∙
∙
∙
∙

소재지

∙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의 도시화 정도

교수 특성

∙
∙
∙
∙
∙
∙

투입단계

대학원 및 학부 등록 학생 수
재학생 성별 분포
재학생 연령 분포
거주형태별(캠퍼스 vs. 통학) 학생 분포
지역출신 학생 비율
언어적 배경별 학생 비율
외국인유학생 비율
사회적 배려 대상층 학생 비율
교원 수
연구 및 교육 전담 교수 비중
성별 분포
언어 배경별 분포
연령
외국인 교원 비율

* 최정윤 외 (2011, p.139-140.)에서 서술된 대학 설문조사도구 초안과 이에 대한 한국 사업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최
종안을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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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LO 사업에서는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 체제가 대학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의 특성과 학습성과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OECD Education at a Glance에서 시범사업에 적합한 내용을 추출하여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을 나
타내는 요인과 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
였다. 국가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요인과 지표를 제시하면 <표 Ⅱ-9>와 같
다(최정윤 외, 2011, p.140-p.141).
<표 Ⅱ-9> AHELO 배경요인 조사를 위한 고등교육 체제 수준의 요인과 지표
요인 및
지표

요인

측정 지표

단계
산출 및 성과 단계
과정단계

투입단계

학위취득률

∙ 입학생 중 최종 졸업생의 비율

졸업생 성과

∙ 졸업생 취업률(학부 졸업 후 취업률(%))
∙ 학업 지속률 (석･박사 진학률(%))

재정

∙ 전체 재학생 중 공립대 재학생의 비율

고등교육 부문 배경

∙ 등록률 (20세 학생의 등록률 비율(%))
∙ 고등교육 부문의 성장세(과거 20년 간 등록률 변화)
∙ 대학 유형별 등록학생 분포

학생 특성

∙ 성별
∙ 나이 (30세 이상, 20세 이하의 비율)

교수 특성

∙
∙
∙
∙

성별, 연령
언어적 배경
출신 국가
최종 학위를 취득한 국가

* 최정윤 외 (2011, p.140-141.)에서 서술된 고등교육 체제 수준의 조사도구 초안과 이에 대한 한국 사업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
로 결정된 최종안을 제시한 것임.

○ 설문조사 도구의 현지화(국내화)
모든 평가도구는 영어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설문조사 도구의 번역 및 개조 작업이 불가피하
였다. 평가사업자는 설문조사 도구의 현지화에 필요한 과정을 안내 및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각 참
여국 국가센터는 번역 및 개조작업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번역 및 개조작업은 이중 번역을 통한
평가도구 현지화, 조정 및 검증, 일반핵심능력 영역 선택형 문항 및 설문조사 도구의 집중 번역
(centralised translation) 등의 절차로 실행되었다(OECD, 2012b, p.135-p.136).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종 확정된 OECD AHELO 평가도구의 평가 영역 및 구성 등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표 Ⅱ-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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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AHELO 평가영역 및 구성 내용
영역

평가 유형

문항 구성

서술형

2종

90분

선다형

25문항

30분

서술형

2종

60분

선다형

20문항

30분

서술형

1종

30분

선다형

45문항

60분

학생 설문조사

23문항

10분

교수 설문조사

15문항

10분

기관설문조사

47문항

시간제한 없음
(대학 사업총괄담당자가 작성)

일반핵심능력
공학
전공영역
경제학

배경요인 영역

소요시간
총 120분
총 90분
총 90분

출처: 최정윤 외, 2012, p. 37

4 평가 실행
4절에서는 평가도구 개발 이후 각 참여국별로 진행된 평가 실행의 전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
다. 평가 실행은 대략 7 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1단계에서는 각 참여국이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번역한 평가도구를 완료하고 참여대학을 모집하였다. 2단계 과업은 온라인 버전의 평가도구 완
료이다. 3단계 과업은 참여대학별로 사업 담당자, 시험감독관, 채점자를 섭외하는 것이었다. 4단계
에서는 학생 표집과 교수 표집을 수행하였다. 5단계에서는 대학 현장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테스트
와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6단계 과업은 대학교수 설문조사와 참여대학 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
수집이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서술형 문항 채점 작업이 수행되었다. <표 Ⅱ-11>은 국제적 차원에서
각 단계별로 설정된 과업 추진 일정과 함께 실제적으로 과업이 완료된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Ⅱ-11> 국제적 차원의 AHELO 평가실행 과업과 일정
실행

일정

완료일

평가도구 국내화 및 참여대학 모집

2011년 8월 ~ 11월

2012년 1월

온라인 평가도구 완료

2011년 11월 ~ 12월

2012년 1월

참여대학 담당자, 시험감독관, 채점자
학생 테스트 실행 2달 전
섭외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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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일정

완료일

참여학생 및 참여교수 표집

학생 테스트 실행 1달

테스트 실행 1~2주 전부터 하루 전까지

학생 테스트 및 설문조사 실행

2012년 1월 ~ 5월

2012년 6월 2일

채점

2012년 6월전

2012년 7월 2일

데이터 수집

2012년 1월 ~ 5월

2012년 6월 17일

출처: OECD, 2012b, p.150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가. 국가 및 대학 차원의 AHELO 평가실행 관리
참여국에게 가장 먼저 요구된 사항은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실행에 필요한 국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공식적인 국가 센터 지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여국은 국가사업 책임자(National project Manager), 참여대학 담당자(Institution
Co-ordinators), 시험 감독관(Test Administrators), 책임 채점자(Lead Scorers) 등을 지정하였다.
성공적인 평가 실행을 위해 이들 주요 역할자의 자격과 임무 기준을 제시하고 연수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과 매뉴얼을 평가사업자가 개발하여 참여국에 배포하였다. 국가 센터는 각 참여국 내 AHELO
사업 관계자들 간 또는 이들과 평가사업자와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였다. 참여대학 담당자는 평
가에 참여할 학생과 교수 표집, 표집된 대상자 섭외, 평가 실행, 채점 등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장평가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비교적 짧은 일정 속에 이루어졌다. 비록 일부 참여국에서
학생 모집단 선정, 샘플 최종 선정, 테스트 일정 수립, 샘플대상 학생들의 인턴쉽 참여, 시험 기간,
연구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AHELO 테스트 불참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참
여국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행가능성 평가를 진행하였다(OECD 2012b, p.150-p.151).

나. 참여대학 선정 및 제반 준비 작업 착수
국가사업책임자는 평가영역별로 자국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10개 안팎의 참여대학
을 모집하였다. 대다수 국가사업책임자의 보고에 의하면, 참여대학 섭외 시 많은 대학이 상당한 관
심을 보였다. 한 참여국에서는 30개 이상 대학이 참여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국가 센터는
AHELO 홍보의 일환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학참여 모집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제
비교평가에서 참여하기로 한 기관이 테스트가 시작되는 시점에 참여를 철회하는 것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당초 참여가 예정된 대학이 평가를 철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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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높지 않았다. 25개의 대학 현장 평가 실행 중 19개 세션(총 248개교)은 원래 계획한 모든 참
여대학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6개의 대학 현장 평가에서는 당초 예상된 참여대학 수보다 낮
은 참여가 나타났다. 참여국의 국가사업팀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
업의 지연으로 인한 기관 측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OECD 2012b, p.151-p.152).

다. 무선표집 방식을 적용한 학생 및 교수 표집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참여대학 선정은 무선표집이 아닌 임의표집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
다. 하지만, 평가에 참여할 학생과 설문조사에 참여할 교수의 표집은 모집단 내 모든 대상자가 동일
한 평가참여 확률을 갖도록 하는 무선표집(또는 확률표집 probability sampling) 방식을 적용하였
다. 이러한 무선표집 방식은 조사결과의 타당도와 결과 비교가능성 제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선표집 적용으로 인해 표집된 학생을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국가 센터 내 담당자와 참여대학 담당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평가사업자 중 표집
을 담당한 기관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표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참여국 국가사업책임자에
게 전달하였고, 각국의 국가사업책임자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집 관련 과업을 수행하였다(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최정윤 외, 2012, 3장 1절 참조).
대략적인 학생 표집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대학을 대상으로 체
계적이고 동일한 확률 표본을 사용하여 참여학생을 추출하였다.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을 참여학생으로 지정하였다. 표집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참여대학마다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 틀 (Sampling 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등교육 환경에서 무
선표집 방식이 널리 통용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국 중 약 75%만이 기술적 기준을 충족
하는 표집 틀 (Sampling Framework)을 제공하였다. 참여국 국가 센터가 당초 기준에 꼭 맞는 표
집 틀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보안 규정이 문제가
되어 표집 틀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다(OECD 2012b, p.154-p.155).
교수 표집은 전체 모집단(in-scope)에서 40명을 추출하였다. 여러 경로에서 참여대학은 교수 모
집단을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중 약 50%만이 표집 틀 (Sampling Framework)을 제
공하였다. 전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 중 53개의 기관이 교수 모집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119개교만이 OECD AHELO 사업본부에서 제시한 교수 모집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중
48개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71개교는 무선표집을 실시하였다. 전공영역 참여국 보다 일반핵
심능력 영역 참여국이 무선표집을 더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집의 두 번째 단계는 참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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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제출한 표집 틀을 수합한 국가사업책임자가 평가사업자가 제공한 기준 및 무선표집 명령어에
따라 통계분석패키지(SPSS와 SAS 중 선택)를 사용하여 평가에 참여할 학생과 교수를 무선표집 한
후, 이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표집 틀과 함께 평가사업자 표집 담당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표집 담당 기관이 제출된 표집 틀과 무선표집 결과의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해당
참여국에 표집 완료를 승인해 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표집 완료 승인을 받은 국가사업책임자는
참여대학별로 표집된 학생 명단을 아이디 등과 함께 참여대학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평가 참여를 독
려하는 것이었다(OECD 2012b, p.156-p.158).

라. 테스트 및 설문조사 전달 기제와 준비 과정
테스트, 데이터 수집 및 채점은 모두 두 개의 서로 다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즉, SoNET 평가시스템을 통해 일반핵심능력 선택형 평가, 전공영역의 서술형 평가 및 선택형 평가,
학생 테스트 및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CLA 플랫폼을 통해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서술형 수행과제
및 채점이 진행되었다. 또한 SoNET 평가시스템과 CLA 플랫폼 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시범 테스
트가 진행되었다.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학생, 교수, 대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AHELO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약 23,00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일부 참여대학에서는 1회의 테스트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한 반면 다른 참여대학은 20회 이상의 테스트 세션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20명 미만의 소그룹이 대그룹보다 진행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테스트
세션은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OECD 2012b, p.158-p.160).

마. 참여율 및 인센티브 활용
AHELO 평가 실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과 교수를 모집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작업이었
다. 학생 참여율은 참여국별･영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학별 참여학생 수도 적게는 3명
에서 많게는 273명에 달하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체 참여대학 중 약 25% 대학의 참여
학생 수는 약 20명에서 50명 사이에 분포하였고, 또 다른 약25% 대학의 참여학생 수는 125명에서
175명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학별 참여학생 수 분포가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OECD 2012b, p.162-p.165).
<표 Ⅱ-12>는 평가영역 및 참여국별 학생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 참여율 결과를 살펴보
면, 4개국은 심각하게 낮은 학생 참여율로 고전한 반면, 5개국은 매우 높은 학생 참여율을 기록하였
다. 이는 학생 참여가 각국의 특수한 체제적 특성이나 동기 유발 체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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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의 16개 참여국에서는 대학별 학생 참여율 분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는 체제적 혹은 문화적 요인보다는 각 참여대학의 전략이 학생 참여
율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다(OECD 2012b, p.162).
평가영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공학과 경제학 영역의 참여율이 일반핵심능력 영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코호트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공학 영역에서 평가참여자로
표집된 코호트는 다른 평가영역의 코호트보다 규모가 적고, 규모가 적은 코호트 내 학생들은 서로
를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표집하기는 더 용이했을 것이다. 또한 상당수 공학 분야 참여대
학은 무선표집보다 전수표집(census)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표집방식은 자연스럽게 높은 학생 참
여율로 이어졌다. 참고로 국제비교평가에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참여율은 75%이며 비교 정보 생
성을 고려할 때 용인가능한 최저 수준의 참여율은 50%이다. 평가영역별로 최저 수준인 50% 이상
참여율을 기록한 대학의 비율은 일반핵심능력 51.0%, 경제학 76.3%, 공학 88.0%이다(OECD,
2012b, p.162)
<표 Ⅱ-12> AHELO 평가영역 및 참여국별 학생 참여율
(단위: %)

평가영역

일반핵심능력
(7개 언어)

경제학
(7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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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콜럼비아

91.5

95.0

99.0

이집트

43.5

75.0

94.0

핀란드

3.5

11.8

31.5

한국

37.7

52.3

62.3

쿠웨이트

17.8

30.7

39.5

멕시코

32.0

78.5

94.7

노르웨이

4.7

8.3

10.0

슬로바키아

16.9

55.3

96.3

미국

4.0

29.5

66.8

합계

3.5

52.7

99.0

벨기에

19.1

46.6

74.2

이집트

38.2

53.8

78.5

이탈리아

7.5

39.6

79.3

멕시코

46.2

83.0

100.0

네델란드

3.8

4.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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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참여국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러시아

54.5

88.3

100.0

슬로바키아

32.5

78.8

92.9

합계

3.8

74.1

100.0

아부다비

77.2

96.6

100.0

호주

12.3

16.8

98.1

-

58.8

79.2

콜롬비아

79.2

97.9

100.0

이집트

60.5

87.0

93.8

일본

13.9

81.1

95.0

멕시코

70.0

86.1

97.8

러시아

80.0

91.5

100.0

슬로바키아

50.5

68.6

78.3

합계

12.3

89.2

100.0

캐나다

공학
(7개 언어)

출처: OECD, 2012b, p.162

참여대학은 학생 모집 및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 활동, 마케팅 및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전략
을 수립하였다. 현금 및 상품권 지급이 가장 일반적인 인센티브였으며 그 다음으로 참여 확인서 발
급, 추점, 식사권 제공, 학점 추가 지급 등이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참여학생으로 하여금
AHELO 테스트를 필수적･의무적으로 치르게 하였다. 참고로 <표 Ⅱ-13>은 참여학생 인센티브 제
공 결과를 평가영역 및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표 Ⅱ-14>는 참여대학 담당자들이 보고한 인센
티브 활용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12b, p.165-p.168).

KEDI 59

Ⅱ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관 : 국제 차원

<표 Ⅱ-13> AHELO 평가영역 및 국가별 참여학생 인센티브 활용 결과
(단위: 개교)

평가영역

일반핵심능력
(7개 언어)

경제학
(7개 언어)

공학
(7개 언어)

참여국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미지급

콜럼비아

1

13

이집트

3

7

핀란드

12

0

한국

9

0

쿠웨이트

5

1

멕시코

3

10

노르웨이

6

0

슬로바키아

13

2

미국

11

0

벨기에

1

1

이집트

5

5

이탈리아

5

2

멕시코

4

6

네델란드

3

1

러시아

12

5

슬로바키아

5

3

아부다비

3

0

호주

6

2

캐나다

9

0

콜롬비아

2

21

이집트

5

5

일본

12

0

멕시코

2

8

러시아

5

5

슬로바키아

3

0

출처: OECD, 2012b,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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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AHELO 참여대학 담당자들이 보고한 인센티브 활용 유형
유형

대학 수

현금 및 상품권

69

참여 확인증

31

경품

27

선물

22

식권

18

학점

16

출처: OECD, 2012b, p.168

[그림 Ⅱ-6] AHELO 평가에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학생 참여율 관계
출처 : OECD, 2012b, p.171

전반적으로 물질적인 인센티브 지급은 참여학생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크게 유용하지 않았으며 반
면 대학의 문화와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국가사업책임자들의 의견이 나타났다. 참여학생과 마찬
가지로 참여교수 참여율 또한 공학영역이 제일 높았으며 전수조사 표집방법을 활용한 대학이 높았
다. 또한 학생보다 교수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훨씬 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OECD 2012b,
p.165-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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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생 테스트 결과 채점
AHELO 평가사업팀은 모든 평가영역에 동일한 채점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서술형 평가의 채점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는 국제 채점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참여국으로 송부하였다. 추후 참여국
과의 보완을 통해 일반핵심능력 영역 및 전공 영역의 채점 가이드를 완성하였다. 2011년 10월에
채점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참여국별 책임채점자를 대상으로 채점 접근 방식 및 채점 루브릭 개발
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2012년 3월 워크숍을 통해 샘플 학생 답안 채점을 진행하였다. 이후
AHELO 채점 평가사업팀은 두 워크숍을 통해 완성된 채점 루브릭에 대한 번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각 참여국으로 전달하였다. 참여국의 국가사업담당자는 책임 채점자를 섭외하였고 책임채점자는
채점단 구성 및 연수, 채점 과정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일부 책임 채점자는 대규모 국제
평가에 참여 경험이 있으며 PISA 설문조사의 채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국
별 채점단 규모는 학생 답안 수에 따라 2명부터 14명까지 다양하게 조직되었다(OECD 2012b,
p.173-p.176).
선택형 문항은 자동채점으로 진행되었고 서술형 문항은 채점자 그룹이 채점을 진행하였다. 채점
의 질은 결과 해석의 신뢰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 이상의 언어, 문화, 국가의 참여와 관련
된 연구일수록 더욱 더 채점 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칙 준수가 요구되어진다. 평가사업자는 채점 매
뉴얼, 평가 영역별 채점 가이드, 책임 채점자 연수 등을 제공하였다. 책임 채점자가 채점단의 기능
및 역할을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모든 참여학생 응답 및 전공영역의
20%의 참여학생 응답을 교차/이중채점 하였다(OECD 2012b, p.173-p.176).

5 평가 실행 결과14)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목적은 국제비교평가를 위
한 평가도구의 과학적 타당성과 평가 실행 측면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중 평가도구
의 과학적 타당성은 국제비교평가에 적합한 평가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특정
언어를 사용하여 특정 주체가 개발한 평가도구가 언어적, 문화적, 고등교육 맥락적 환경을 달리하
는 나라에서 평가에 활용되었을 때도 타당도와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평가도구
14) 이 절에서 기술한 평가 실행 결과는 사업 주관 기관인 OECD가 2013년 3월 발간한 OECD 실행가능성 평가 최종보고서 2권 7장에 제시된
내용과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기술자문그룹(Technical Review Group : TAG)가 OECD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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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번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평가도구의
과학적 타당성 검증에 활용한 타당도와 신뢰도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고 관련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평가도구 과학적 타당성 검증에 사용된 타당도･신뢰도 개념
AHELO의 과학적 타당성은 서로 다른 국가, 언어, 문화 및 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타당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AHELO 평가도구의 과학적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행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였다. 특히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
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어떠한 세부 타당도 분석 방법을 활용했는지 소개하였다.
타당도란 평가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평가도구가 측
정하고자 하는 피험자의 특성에 대한 추론을 지지하는 실증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평가도구가 일정 수준의 타당도를 갖추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측면의 타당도에 관한 실증 정
보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AHELO 기술 기준과 교육 및 심리
테스트 기준에 맞추어 크게 구인타당도,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공인타당도 등 네 가지 유형의 타
당도를 검토하였다(OECD, 2013a, p.12-p.14).15).
신뢰도는 다양한 테스트 환경에서 시험 결과가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도출되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테스트 점수는 피험자의 실제 능력 수준과 피험자의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
지 무선 요인(random factors)의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간주된다. 무선 요인의 사
례로는 테스트 도구의 질과 문항 수, 시험 환경, 시험에 쏟은 노력과 같은 학생의 특성 등이 포함된
다.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신뢰도가 높다라는 의미는 관찰
된 학생들의 점수가 진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관찰된 변량
중 진변량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측정된다.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데 AHELO
기술 기준에 따르면, 신뢰도 계수 0.8 이상을 높은 수준으로 간주한다(OECD, 2013a, p.14).

나. 평가도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기 전 테스트 문항의 질 관리를 통해 과학적 실행가능성 확인하였다.
호주 ACER가 이끄는 평가사업자 내 데이터 분석팀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클
리닝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 전 단계로 테스트 문항으로서 기능이 낮은

15) 이들 타당도의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정윤 외, (2011) 3장 1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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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제거하였다. 둘째, 최종분석 단계로 심리측정(psychometric)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문항
을 제거하였다. 셋째, 국가수준에서 다양한 국가별로 다르게 작용될 수 문항을 제거하였다. 일반핵
심능력 영역 및 전공영역 평가도구에서 제거된 문항이 적은 것은 전체적으로 평가 문항의 질이 높
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OECD, 2013a, p.14-p.15).
국제 평가에서 모든 참여국이 평가문항에 대한 비슷한 난이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차별문항기능기법(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 DIF) 분석을
실행하여 테스트 문항이 모든 학생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작용하는지 검토하였다. 대다수 테스
트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결과 차이가 나타난 근거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특성 변인별 테스트 결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학 규모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분류)에 따른 결과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대학이 제공하는 최고 수
준 학위 유형에 따라 대학 유형을 분류했을 때, 동 유형 구분에 따른 테스트 결과는 차이가 있었으
며, 교육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의 테스트 결과도 차이가 있었다(OECD, 2013a, p.17-p.23).
차별문항기능기법(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 DIF)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 중 하
나는 일부 테스트 문항의 난이도가 모든 국가에 걸쳐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부
테스트 문항은 특정 국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어려운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평가영역에서 관찰되었으며 선택형 테스트 문항보다는 구조적 응답을 요구하는 수행과제 중심
의 서술형 테스트 문항에서 더 자주 관찰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부 언어에 있어 테스트 문항의 난이
도가 고르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든 평가영역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일반
핵심능력 영역 서술형 평가에서 언어별 테스트 난이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차이
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OECD, 2013a, p.20-p.23).
<표 Ⅱ-15> AHELO 테스트 문항 중 국가별 기능 차이가 나타난 문항 비율
구분

적어도 한 나라에서
기대치보다 쉬었던 문항

적어도 한 언어에서
기대치보다 어려웠던 문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반핵심능력
(9개국)

서술형(CRT)

3

50.0

2

33.3

선택형(MCQ)

19

36.5

16

30.8

경제학
(6개국)

서술형(CRT)

12

92.3

9

69.2

선택형(MCQ)

25

53.2

12

25.5

공학
(9개국)

서술형(CRT)

14

66.7

13

61.9

선택형(MCQ)

16

61.9

7

23.3

주. CRT = Constructed Response Task, MCQ = Multiple Choice Questionnaires
출처. OECD, 2013a,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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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AHELO 테스트 문항 중 언어별 기능 차이가 나타난 문항 비율
구분
일반핵심능력
(7개 언어)
경제학
(7개 언어)
공학
(7개 언어)

적어도 언어에서
기대치보다 쉬었던 문항

적어도 한 언어에서
기대치보다 어려웠던 문항

빈도

빈도

비율

비율

서술형(CRT)

4

66.7

6

100

선택형(MCQ)

29

29.5

35

67.3

서술형(CRT)

7

53.8

9

69.2

선택형(MCQ)

34

72.3

23

48.9

서술형(CRT)

19

63.3

18

60.0

선택형(MCQ)

22

57.1

12

57.1

주. CRT = Constructed Response Task, MCQ = Multiple Choice Questionnaires
출처. OECD, 2013a, p.23

한편, 평가도구의 타당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Ⅱ-17>과 같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평
가도구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네 가지 종류의 타당도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인타당도와 관련하여 일반핵심능력, 공학 및 경제학 영역 평가도구 모두 양호
한 수준의 구인타당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내용 타당도와 관련하여 전문가 의
견 수렴을 통해 전공 능력(공학 및 경제학) 영역의 경우, 내용 타당도를 갖추고 있다는 데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내용 타당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도출되었
다. 셋째, 국가전문가 그룹, AHELO 기술자문그룹, 평가에 참여한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테스
트 도구의 안면 타당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타당도 검토 연구에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안면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세 개 평가영역 모두 합리적 수준의 안면 타당도를 갖추
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OECD, 2013a, p.24-p.25).
<표 Ⅱ-17>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평가도구의 타당도
타당도

내용 및 결과

구성 타당도

세 개 영역의 평가도구의 구성 타당도 입증

내용 타당도

∙ 전공 능력(공학 및 경제학) 영역: 내용 타당도 입증
∙ 일반핵심능력 영역: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안면 타당도

세 개의 영역에 대한 안면 타당도 입증

공인 타당도

다소 불충분함

출처: OECD, 2013a, p.23-2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예컨대,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Cognitive-labs 실시 결과 서술형 문항이 흥미롭다는 학생들의 답
변이 있었다. 공학 및 경제학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또한 테스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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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간, 테스트에 노력을 쏟은 정도, 평가도구와 대학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학생 견해 등의 설문응
답을 통해 타당도를 세 개의 평가영역에 대한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일반핵심능력 영역에 참여
한 학생 그룹에서는 테스트 도구와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응답이 나왔
고, 전공 영역 학생들은 테스트 도구와 교육과정 관련성이 높다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넷째, 공인타
당도는 AHELO 테스트 결과와 학업성적의 연관성을 나타낸 결과(공학 영역) 및 AHELO 테스트 결
과와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가 및 학생의 대학교육 만족도(모든 영역)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다소 제한적으로 나타났다(OECD, 2013a, p.25-p.27).
평가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Ⅱ-18>과 같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평가도구의 신뢰
도는 보통(acceptable)에서 좋음(good)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의 신뢰도 지수 분석 시 일부 국가
에서 낮은 신뢰도의 결과가 나타났다. 기관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신뢰도 지수는 세
평가 영역 모두 보통에서 좋음을 얻었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신뢰도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 낮은 신
뢰도의 결과가 나타났다. 서술형 문항에 대한 관찰자 간 신뢰도는 양호(fair)에서 좋음으로 나타났
다.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문제 난이도와 학생의 역량수준의 상응은 평가도구가 적절한 참여학생 규
모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학생 결과의 분포 및 다수의 서술형 “0”점 답안은 경제학 및 공
학이 지나치게 어려웠음을 나타낸다. 테스트 합산 점수(tasks total scores)를 고려할 때, 채점 결과
는 일관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이 테스트에 쏟은 노력정도는 선택형 문항보다 서술
형 문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OECD, 2013a, p.27-p.30).
<표 Ⅱ-18>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평가도구의 신뢰도
신뢰도

내용 및 결과

평가도구의 전체적인 신뢰도

보통(acceptable)에서 좋음(good)

기관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신뢰도

보통(acceptable)에서 좋음(good)

서술형 문항에 대한 관찰자 간 신뢰도

양호(fair)에서 좋음(good)

출처: OECD, 2013a, p.27-29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과학적 증거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국제비교평가도구 개
발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2장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공학과 경제학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 통계치가 확보되었으며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다소 복합적으로 나타났다(OECD, 2013a, p.30-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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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관:
국내 차원

3장은 국내 차원에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전반을 정리하였다. 국제 차원에서 평가설계
및 추진 체제 구축-평가도구 개발-평가 설계-평가 결과 분석이 추진되는 동안 이와 연계하여 참여
국 내부적으로 관련 과업이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서술형)평가도
구 개발, 2011년 수행과제 평가도구 개발 보완 및 선택형 평가도구, 배경요인 영역 설문조사 도구
개발, 2012년 대학 현장 평가 실행의 순서로 사업이 추진되었기에 이들 과업은 해당년도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장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4년 간 국내에서 수행된
모든 과업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3장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1절은 사업추진체제 구축, 2절은 평가도구 개발, 3절은 평가 실행을
다루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연구에서는 OECD로부터의 데이터 송부 지연으로 학습성과 평가결
과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4절에서 이를 보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반핵심능력 평가 결과
와 학생 및 교수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다룬 4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
생의 일반핵심능력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교육 경험 및 대학 구조적 특성과 일반핵
심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셋째, 대학교수 설문조
사에 나타난 대학 내 교육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1 국내 평가 환경 조성
가. 국내 사업 추진 체제16)
국내 교육당국(교육부는) 2008년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결정 이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AHELO 국가센터로 지정하였다. OECD 사무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사업팀(한국교육개발원)은 다양한 역할자를 섭외하고 효율적인 평가 실행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이
해관계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운영 체제는 다음과 같다.
16) 국내 사업 추진 체제는 OECD AHELO 2012년도 보고서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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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국내 사업 추진 체제
출처: 최정윤 외 2012, p.32

□ 교육부
교육부는 AHELO 사업 참여 결정 등과 같은 국가 수준의 주요 정책적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
고, 평가 참여를 위한 분담금 납부 등의 예산 지원과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담당한다. 세부 역할로
는 ,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수립, 대학 참여 독려 작업등이 있다. 교육부내 담당부서는 주로 대학정
책 지원 및 평가 관련 부서로서 2009년부터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 참여를 위한 분담금 및
예산 지원을 다음과 같이 해 오고 있다.
<표 Ⅲ–1>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교육부 예산지원 현황
(단위: 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OECD
분담금

국내
사업비

OECD
분담금

국내
사업비

OECD
분담금

국내
사업비

OECD
분담금

국내
사업비

7,000

3,000

7,000

3,000

24,000

12,000

-

10,000

출처: 연구진이 이전 연구수행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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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센터 및 국가사업책임자(NPM)
국가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사업책임자를 임명하고 평가 준비와 실행에 필요한 추
가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국가센터는 OECD 차원에서 참여국의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한 사
항을 국내 상황에 따라 실행가능성 평가를 진행하는 역할을 갖는다. 국가사업책임자는 국제 차원에
서 OECD 사무국 및 평가사업자, 다른 참여국과의 협력을 구축하고 국내 차원에서 참여대학과의 협
업을 구축하는 역할을 갖는다. 또한 국가센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HELO 사업 진행에 필요
한 예산 지원을 해 오고 있다.
□ OECD AHELO 한국사업단 자문위원회
한국사업단의 자문위원회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도구 개발이 한창인 2011년에 구성되었다.
설립의 주요 목적으로는 평가도구 검토 및 개발, 실행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문, 사업의 홍보
및 확산하는 데에 있다. 국가사업팀은 평가실행전인 2011년을 기준으로 평가실행 계획 단계에서 대
학의 여건이나 요구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섭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대학평가
담당자 및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대학관계자 등 총 12명의 자문단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
본격적인 평가실행이 진행됨에 따라 자문단의 활발한 기능이 발휘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AHELO 본사업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의 자문을 얻기 위해 평가 준비 및 실행의 세부 단계별로 자문
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여대학 담당자 및 시험 감독관
국가사업책임자는 AHELO 평가 운영에 있어 이를 담당할 참여대학 담당자를 섭외하였다. 참여대
학별로 대학 상황에 맞춰 1~2인의 실무자와 의사결정자가 지정되었으며 담당부서는 교수학습센터,
기획처, 교무처, 평가실 등 다양한 소속을 가졌다. 또한 참여대학 담당자는 원활한 AHELO 테스트
실행을 위해 1~2인의 시험감독관을 지정하였다. 시험감독관은 AHELO 테스트 실행 환경 조성 및
테스트 세션을 운영･감독한다. 참여대학 담당자 및 시험감독자는 OECD에서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 일반핵심능력 영역 서술형 평가 책임 채점자(Lead scorers) 및 채점단(Scorers)
일반핵심능력 영역에 서술형 평가 채점작업은 책임 채점자와 13명의 채점단이 진행하였다. 책임
채점자는 채점단 연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채점 작업을 이끈다. 13명의 채점단은 OECD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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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들로써 정해진 일정 동안 한국 참여학생의 서술형 수행과제의 답안 채점을
맡았다. 채점단은 참여대학의 추천자 6명과 국가사업팀에서 섭외한 위촉 책임자 7명으로 구성되었
다. 채점자는 OECD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최정윤 외, 2012, p.124).
∙ 대학생 평가 유경험자
∙ 영어 능통자
∙ 채점 근거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능한 자
∙ 채점자 연수 참여 가능자
∙ 일정기간의 채점 작업 참여 가능자

2 평가도구 개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일반핵심능력 영역에 참여한 우리나라는 평가도구 개발(사업 1단계) 및
평가 준비 및 실행(사업 2단계)에 모두 참여하였다. 일반핵심능력 평가와 전공영역의 평가도구 개발
은 AHELO 2차년도 연구인 2010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절은 국내차원의 평가도구 개발과
정을 개관하고자 우리나라가 참여한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서술형 수행과제, 선택형 평가도구, 배경
요인 설문조사 도구 개발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한 정보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도구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2010년의 2차년도 보고서와 2011년의 3차년도 보고서 내용을 토
대로 수정 및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가. 서술형 수행과제
1) 수행과제 선정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도구 개발 주관기관인 CAE는 일반핵심능력 영역 참여국17)을 대상으로
2010년 2월 평가도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동 워크숍의 주요 아젠다는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서술
형 평가에 해당하는 수행과제(PT) 구조 및 특성, 수행과제 2종 선택, 번역 및 개조 작업에 관한 쟁
점사항 등이었다. 일반핵심능력 측정에 사용될 2종의 수행과제 선택은 총 6단계를 거쳐 진행되었

17) 2010년 2월 워크숍 개최 당시 일반핵심능력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핀란드, 노르웨이, 멕시코, 미국, 쿠웨이트로 총 6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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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AE가 9개의 수행과제 개발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수행과제별 문제의 속
성에 따라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의 속성에 따른 샘플 수행과제 분류는 다음과 같다(최정
윤 외, 2011, p.20).
∙ 문제 원인 판단: ‘BrainBoost’, ‘Catfish’, ‘Dogtooth’, ‘Skaking Accident’
∙ 두 개의 대안 중 선택: ‘Lake-to-River’, ‘Park’, ‘Airplane’, ‘Crime Reduction’
∙ 체계적 분류 능력: ‘Museum’
두 번째 단계에서는 9개의 수행과제 중 2개를 선정하기 위한 준거를 살펴보고 타당성을 검토하
였다. 수행과제의 선정기준은 총 5 개로 1)수행과제 내용의 보편성, 2)번역의 용이성, 3)채점의 용
이성, 4)학생 답안의 계층적 구조 가능성, 5) 서로 다른 유형의 수행과제 선택 등이다. 세 번째 단계
에서는 일반핵심능력 영역 참여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행과제를 선택하기 위해 5개 준거에 대한
개념 및 타당성을 공유한 후 샘플 수행과제별 적합성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정윤 외, 2011, p.21).
∙ ‘Crime Reduction’: 이미 공개된 수행과제로서 AHELO 수행과제로서 적합하지 않음.
∙ ‘BrainBoost’와 ‘Park’: 수행과제의 내용이 미국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됨. 수행과제 내용의 보
편성 준거에 부적합함.
∙ ‘Skaking Accident’: 구성이 매우 복잡하여 채점의 용이성 준거에 부적합함.
∙ ‘Catfish’와 ‘Dogtooth’: 수행과제의 자료의 종류와 과업의 속성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보
임. 서로 다른 유형의 수행과제 선택 준거에 부적합함.
네 번째 단계에서는 논의된 정보와 내용을 토대로 참여국 대표자들이 1차적으로 4개의 최종 후보
수행과제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하였다. 참여국 대표는 9개의 수행과제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2개18)를 무기명으로 투표하였다. 투표 결과 ‘Catfish’, ‘Lake-to-River’, ‘Museum’, ‘Dogtooth’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4개의 후보 수행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
한 과정에서 ‘Dogtooth’는 서로 다른 유형의 수행과제 선택 준거에 의거하여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 수행과제 2종을 선택하였다. 먼저 참여국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
율을 얻은 ‘Catfish’가 최종 수행과제의 하나로 선택되었다. 두 번째 수행과제 선택에 있어 참여국의
18) 한국대표팀은 1차 참여국 무기명 투표에서 Catfish와 Lake to River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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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크게 ‘Lake-to-River’와 ‘Museum’으로 나뉘었는데 일련의 논의 끝에 ‘Lake-to-River’가
최종 수행과제로 선택되었다. 이로써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수행과제는 ‘Catfish’와 ‘Lake-to-River’
가 최종 선택되었다(최정윤 외, 2011, p.21).

2) 수행과제 평가도구의 개조 및 번역
미국 CAE에서 영어로 개발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국내 대학생의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어 번역과 동시에 국내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타당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작업
의 첫 단계는 2010년 미국 CAE와 국가사업팀이 공동으로 개최한 평가도구 개조-번역 워크숍 참여
이다. 모든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참여국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동 워크숍은 수행과
제의 개조, 번역과정을 논의하였으며 절차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특히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와 같은 인지적인 영역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도구의 오역 및 부적합성으로 인해 형
평성에 어긋난 평가 절차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최정윤 외, 2011, p.48).
□ 개조 작업
본격적인 번역 작업 전에 번역의 수월성을 위해 개조 작업이 진행되었다. 개조 작업은 채택된 2
종의 수행과제(‘Catfish’와 ‘Lake-to-River’), 예비시험(Mini-PT), 서술형 답안 채점 기준표
(Scoring Rubric), 온라인상의 문제제시 방식을 포함한다. 일반핵심능력의 수행과제는 선택형이나
단답형이 아닌 주어진 과업(task)을 수행하며 이를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형식이다. 예컨대 학생은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 시나리오 안에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내
용이나 논리의 오류･문제점을 비판하도록 설계된 도구이다. 제시된 시나리오 및 자료는 미국을 배
경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참여국의 문화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개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편견 및 주어진 상황의 익숙함 여부 등에 기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조 작
업을 거쳤다. 일차적인 개조 작업은 2종의 수행과제 시나리오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한국식으로 바
꾸는 일이었다. 평가도구 설계시 의도된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도
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개조 작업 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유현숙 외,
2010, p.85-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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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적합성 : CAE가 수립한 AHELO 데이터 수집 절차와 설계 과정을 따름
∙ 문화적 차이 : 미국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와 평가가 시행될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함(예, 명칭 변경, 날짜 표기 방식, 어투, 문서 형식 등)
∙ 국가 상황에 적합성 : 평가도구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평가에서 제시하는 지문
속의 내용, 인물, 상황이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경함
∙ 인지적･언어적 적합성 : 개조-번역된 수행과제에 대한 국내 대핵생의 수준이나 계층에 따른 편
향성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Cognitive-lab과 같은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상기 절차에 따라 개조된 수행과제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어 동 보고서에 기록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2010년 보고서에서는 실제 수행과제 대신 공개가 가능한 예비시험(Mini-PT)을 활
용하여 개조업의 내용과 과정을 설명하였다(최정윤 외, 2011). 수행과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Mini-PT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상황 속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수행과제 개조작업에서 나타는 중요한 시사점은 국가 간의 역사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번
안 작업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명칭이나 역
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조 작업은 국내 국가사업팀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유현숙 외, 2010, p.91).

[그림 Ⅲ-2] Mini-PT 개조작업 예시
출처: 최정윤 외 2010,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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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작업
일차적으로 개조된 수행과제는 엄격한 번역과정을 통해 모든 참여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평가를
치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번역과정의 요구는 도구의 타당도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서술형 수행과제 평가도구 번역작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여에 거쳐 진행되었다.
서술형 평가도구 번역 과정의 첫 단계는 국내 AHELO 국가사업팀이 OECD AHELO 사업본부가 제
시한 번역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두 명의 번역자 섭외로 시작되었다. 번역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유현숙 외, 2010, p.100).
∙ 번역전문가 협의회에서 인증된 번역가
∙ 모국어가 한국인 번역가
∙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과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번역가
∙ 영-한 번역의 충분한 경험 보유자
∙ AHELO 서술형 수행과제의 지문에 익숙한 번역가
섭외된 2명의 번역가는 개별적으로 AHELO 서술형 수행과제 시험문항 번역을 실시하였고 이 두
번역본을 가지고 제3의 번역자와 국가사업팀내 연구진들이 조정본을 개발하였다. 국문학 전문가가
조정본을 검토하고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드러난 문제점을 CAE에 보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문가 타당도 검증 과정과 cognitive-lab을 통해 평가도구의 정교
함을 더하였다(최정윤 외, 2011, p.48-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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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수행과제 평가도구 번안 절차
출처: 최정윤 외 2011, p. 49

□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국가사업팀은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 내용과 측정 구인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측정･평가
전문가를 섭외하여 2종의 수행과제에 대한 내용적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문가를 통한 타
당도 검증은 측정영역, 문화적 편향성, 국내평가 실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쟁점사항, 평
가도구의 특성 및 장점 검토를 통해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AHELO의 수행과제의 특성 및 장점으
로는 평가도구의 문제 공간이 폭넓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서술형 평가도구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제시하고 정보 수집 및 활용에서부터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층적인 평가도구라는 것이
다. 즉, 일반적인 문제는 풀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 해결을 요구하지만 AHELO 서술형 수행
과제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정보를 함께 주어 다양한 문제조직력부터 해결능력까지 측정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두 종의 수행과제에 대한 큰 결함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술형 논술형
태의 평가 방식 특성상 국내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기타 지
적사항으로는 전공간은 편차 및 인지적 부담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최정윤 외, 2011,
p.66-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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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nitive-lab을 통한 소규모 타당도 검증
국가사업팀은 피시험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과제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Cognitive-lab에 참여한 대학생은 실제 AHELO 일반핵심능력영역의 수행과제를 치르고 면담을 통
해 평가도구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였다. 안면타당도에 참여한 13명의 학생은 중･하위권
대학 8곳에 재학 중인 4학년으로서 편의표집을 통해 선정되었다. Cognitive-lab를 통해 과제내용,
조사도구, 조사절차 측면의 안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피시험자는 수행과제 내용이
나 형식의 친숙도, 수행과제의 난이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내용상의 문제점, 수행과제 지시
형식, 어휘 표현상의 문제점, 형식이나 표기 방식, 제시된 자료 활용 방식에 있어 어려움 또는 어색
함, 불명확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Cognitive-lab 면담 내용과 피시험자의 반응에 따른 국가사
업팀의 조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최정윤 외, 2011, p.50-p.63).
<표 Ⅲ-2> 서술형 평가도구 Cognitive-Labs 실시 결과
구분

면담 내용

과제 내용

- 측정영역 또는 능력
- 대학교육 또는 경험과의 관련성
- 문화적 편향성

평가 도구

-

평가 절차

- 시간의 적정성

피시험자의 반응
- 정책 대안 및 제언 시 시사점
- 채점 기준 및 채점자 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

정보(자료) 신뢰성 검토 및 활용 능력
난이도(친숙도) : 평가도구의 형식(논술, 서술형식) - 평가도구의 정교화에 대한 시사점
번역상 문제 (어휘표현)
- 채점 기준 및 채점자 연수에 대한 시사점
이해도
- 조사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시사점

출처: 최정윤 외 2011, p.52

나. 선택형 평가도구 개발
1) 선택형 평가도구
국가사업팀은 2011년 9월 ACER로부터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선택형 평가도구에 대한 내용검토를
요청받았다. 국가사업팀은 ACER가 평가도구 선정에 있어 강조하는 문화적 배타성을 갖지 않은 일
반적인 주제와 대규모 국제평가 실행에 장애요소를 배제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형 평가도
구 문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택형 문항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주제로 구성되었고 이에 국내화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사업팀이 선택형 평가도구 선정에 있어 참고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최정윤 외, 2011,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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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언어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주제로서 제한적이거나 특수한 성격의 지식이 최소화된 문항
∙ 정보처리 능력과 분석능력이 중심적으로 요구되는 문항
∙ 특정 국가나 문화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은 문항
∙ 일반적 수준의 어휘실력으로도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체계의 언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
된 문항
∙ 복잡한 번안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번역 수준에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문항
∙ 컴퓨터 테스트 실행에 용이한 문항
∙ 학생들에게 본질적으로 의미 있고 흥미로운 문항

2) 선택형 평가도구의 개조-번역
국가사업팀은 선택형 문항 검토 후 이에 대한 국내 대학생의 반응을 살피고자 평가도구 개조-번
역작업을 수행하였다. 선택형 평가도구의 번안 작업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서술형 평가도구 개조-번
역 작업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OECD 사업본부와 ACER가 권고한 개조-번역 절차는
1)영문 선택형 평가도구 송부, 2)참여국별 내용 검토, 3) 검토 결과 반영, 4)평가사업자 차원의 번역
실시, 5) 참여국 재검토 및 수정, 6) 최종본 제작이다.

[그림 Ⅲ-4]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선택형 평가도구 번안 절차
출처: 최정윤 외 2011, p. 75

KEDI 79

Ⅲ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관: 국내 차원

□ 전문가 타당도 검증
전문가를 통해 선택형 평가도구의 내용타당도를 평가도구의 난이도, 내용, 문항 형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난이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평가도구의
내용 또한 대학교육에서 배운 내용이라기보다 추리력과 IQ검사와 유사하다는 의견과 특정 전공 혹
은 남성 편향성의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시험 문항의 형식이 4지 선다형 형식으로 피시
험자가 답을 모를 경우 하나의 답을 무작위로 선택할 가능성과 이로 이한 평가의 변별력 및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최정윤 외, 2011, p.74-p.75).
□ Cognitive-lab을 통한 안면타당도 검증
선택형 평가도구의 안면타당도 검증은 서술형 평가도구의 Cognitive-lab에 참여한 일부 학생을
통해 진행되었다. Cognitive-lab 결과를 문제 내용 및 평가 도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학교육 혹인
관련성, 문제 구성과 제시 방식, 번역상의 문제 등에서 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가 사업팀은 전문가와 학생들로부터 얻은 선택형 평가도구 검토내용을 <표 Ⅲ-3>과 같이 정
리하여 ACER로 송부하였다(최정윤 외, 2011, p.76-p.81).
<표 Ⅲ-3> 일반핵심능력 선택형 평가도구의 내용 검토 내용
구분

선택형 평가도구 검토 내용

문항 내용

- 문항 내용에서 각각의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문화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일수도 있음. 이러한 양상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Cognitive-labs에 참
여한 학생들로부터도 드러났음.
- 일부 주제가 일반적이고 시사성을 내포하지만 그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개개인 지니고 있는 의견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은 답안 선택이 있을 수 있음.
- 특정 문항에 대한 높은 난이도가 나타났음. 문항 변별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항 형식

- 일부 문제 제시 형식은 학생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각 문항마다 보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
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번역 관련 이슈

- 일부 문항은 한국어로 번역시 한국적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음.
- 일부 문항을 번역함에 있어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특정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최정윤 외, 2011, p81

다. 배경요인 설문조사 개발
1) 배경요인 설문조사 도구 개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배경요인 설문조사 도구는 설계과정에 있어 참여국의 의견 개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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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부분이다. OECD AHELO 사업본부와 한국 국가사업팀이 수행한 평가도구 개발과정은 크
게 1)개념적 틀 구축, 2)핵심 요인 및 지표 선정, 3)설문조사 도구 설계 및 번역, 4)번역된 설문조사
도구의 타당화로 나뉜다.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ACER는 참여국으로부터 핵심
지표 리스트 초안을 검토 요청하였다. 이에 국가사업팀은 핵심 지표 초안에서 핵심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세부 지표를 확인하고 각 지표가 설문조사도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
다. 이를 위해 추가 전문가 협의회 및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핵심 요인 및 지표 추출에 필요한 ACER측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진행
되었다(최정윤 외, 2011, p.122-p.129).
<표 Ⅲ–4> 설문조사 핵심 요인 및 지표 선정 기준
핵심 요인

세부 지표

실행적 측면

데이터 수집의
시간강제성
데이터 수집의
데이터 수집의
데이터 수집의

가능성

기술적 측면

데이터의
데이터의
샘플링의
점수화의

실제적 측면

데이터의 연관성
연구의 기여도
개선 가능성

필요성
명료성
지속 가능성

신뢰성
유효성(타당성)
필요성
가능성

출처: 최정윤 외, 2011, p129

국내 사업팀은 상기 선정 기준을 근거로 평가도구를 선정하였으며 제외 대상이 되는 항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과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의견을 ACER로 송부하였다. 3종의 설문조사 평가
도구 검토에 있어 교수 설문조사 항목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대부분의 동의는 이루어졌으나 학생 및
대학 설문조사는 국내 상황과의 부적합함 또는 비연관성, 변별력 부족, 항목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ACER와의 조율 과정을 통해 국내 상황에 부적합한 항목과 세부 지표 선정에 반하는 항
목은 배경요인 설문조사 최종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ACER와의 확인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표는 설문조사 최종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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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배경요인 설문조사 번안 작업
출처: 최정윤 외 2011, p. 123

2) 배경요인 설문조사 도구 번역
2011년 9월 학생･교수･대학의 설문조사도구(안) 개발 완료 후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개조-전
역 작업을 착수하였다. 전체 사업일정의 지연으로 단기간에 배경요인 설문조사 도구 번역을 완수해
야함에 따라 과정을 간소화하였다. 국내 사업팀의 배경요인 설문조사 번역과정은 1)번역 전문가 섭
외 2)ACER 및 cApStAn 초벌 번역 1차 검토, 3) 초벌 번역본 및 1차 검토본 조정번역, 번역 결과에
대한 근거 및 의견 제시, 4) 조정번역본 평가사업자에게 전달, 5)평가사업자가 섭외한 검토자가 참
여국별 조정본 재검토, 6)2차 검토 결과에 대한 참여국별 최종 검토 및 의견 제시 등이었다. 국내
사업팀은 번안작업 후 한국 상황에 별다른 의미부여가 되지 않은 문항, 명료성이 떨어지는 문항, 중
복성을 내포한 문항 등은 제거하기로 평가사업자와 최종 합의하였다(최정윤 외, 2011,
p.142-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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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실행
가. 평가 대상 선정
1) 참여대학 선정
□ 참여대학 모집 및 사업설명회 개최
OECD 사업본부는 참여국별로 약 10개의 고등교육 기관 참여를 권고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국가
사업팀은 참여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1)참여대학 모집 기준 마련, 2)OECD AHELO 사업설명회 개최,
3)참여대학 선정 기준 설립, 4)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 공모, 5)참여대학 선정 등의 5가
지 절차를 수립하였다(최정윤 외, 2012, p.62-p.65).
먼저, 참여대학 모집은 사업 참여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제한하는 것
으로 시작되었다. 약 200개 전체 4년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우
려를 인식하여 국가사업팀은 참여대학 모집에 몇 가지 기준을 수립하였다. 첫째, AHELO 실행가능
성 평가 참여는 참여대학으로 하여금 높은 행정력과 예산 및 물적 자원을 요구한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력과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다. 둘째, 최종참여가 확정된 2012년 2
월 이후 참여대학은 약 4개월이라는 촉박한 일정내에 데이터 수집, 평가 환경 조성, AHELO 테스트
및 설문조사 실행 등 다양한 과업을 실행해야 한다. 짧은 일정 속에서 AHELO 테스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대학 내부의 필요와 연계하여
확실한 참여의사를 갖는 대학을 대상으로 실행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최정윤 외, 2012,
p.62-p.65).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국가사업팀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
사업설명회는 일차적으로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참
여 경험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대학이 원하는 경우 사업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사업팀이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의 참
여 경험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두 사업과 AHELO가 갖는 공통점 때문이다. 대학교육역
량 강화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과 AHELO는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및
교육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교육역량 평가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력이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이다(최정윤 외, 2012, p.62-p.63).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국가사업팀은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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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ACE) 수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2011년 12월에 개최된 AHELO 사업설
명회는 총 27개 대학, 70명의 대학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사업설명회 개최 목적은 AHELO 사업 전
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평가 참여에 대한 대학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에 있었다. 또한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OECD AHELO 사업의 쟁점과 활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
용으로는 OECD AHELO 사업 출범의 배경, 추진 경과, 평가내용, 참여대학의 기대 산출물 및 예상
과업, 참여대학 선정 절차 등이 논의되었다(최정윤 외, 2012, p.62-p.63).
□ 참여대학 선정 과정
참여대학 공모에 앞서 국가사업팀은 OECD에서 제시한 예산 및 일정을 고려하여 내부적인 참여
대학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OECD AHELO 사업본부는 참여국별로 10개 대
학의 참여를 권고하였다. 이에 국가사업팀은 참여 신청 대학 수에 따른 시나리오를 정하고 기준을
설정하였다. 참여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국제사업 분담금과 국내 사업 운영 예산을 고려하였
을 때 참여 가능 대학 수는 13개미만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14개교 이상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경
우 아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참여대학 수를 13개교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최정윤 외, 2012,
p.62-p.63).
∙ 1차 선정 기준: 대학 소재지 및 규모를 고려한 표집안 부합 여부
∙ 2차 선정 기준: 경제학 및 공학 프로그램 보유 여부(OECD 제시사항)
∙ 3차 선정 기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참여 의지와 여건, 역량 고려)
□ 참여대학 선정 결과
국가사업팀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설명회 참석 대학을 중심으로 2011년 12월 4주부터
2012년 1월 2주까지 참여 신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육당국 차원에서는 담당자가 해당 대학으로
메일을 보내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9개 대학이 참여 신청을 하였
고 국가사업팀은 선정 기준 충족 여부와 교육 당국,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참고하여 참여를 승인하
고 이를 OECD AHELO 사업본부로 송부하였다. 9개 대학의 소재지는 수도권 소재 대규모 대학 4개
교, 수도권 소재 중소규모 대학이 1개교, 비수도권 소재 대규모 대학 3개교, 비수도권 중소규모 대
학이 1개교로 균형 있게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은 다음과 같
다(최정윤 외, 2012, p.64-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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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대학 유형별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
구분

대규모(1만명 이상)

중소규모(1만명 미만)

합계

수도권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5개교

지 방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한동대

4개교

합 계

7개교

2개교

9개교

* 최정윤 외, (2012, p65)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에 추가적으로 학교명 정보를 제공하였음.

2) 참여학생 및 참여교수 선정
참여대학 선정 후 국가사업팀은 대학 측과 협의 하에 평가실행에 참여할 학생 및 교수를 모집하
였다. 모집 절차는 OECD 사업본부에서 제시한 표집 메뉴얼에 따라 이행되었다. 국내 사업팀은 먼
저 참여학생 및 참여교수에 대한 무선표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표집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 국가사업팀이 학생 표집수를 참여대학별로 300명으로 조정한 것이다. 당초 OECD 사업
본부에서 의미 있는 결과분석을 위해 75%이상의 참여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참여대학별로 각각 200
명의 학생과 40명의 교수의 표집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내 사업팀은 대학이라는 개방적 환경에서
75%의 참여율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표집 평가사업팀인 Statistics Canada와 샘플
규모 확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모집단 수가 적은 1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참여대학별 표집인원을
300명으로 조정하였고 총 2,580의 학생이 표집되었다(최정윤 외, 2012, p.65-p.72).
그 다음 단계로 확보된 대상 모집단에 대한 표집 절차와 관련하여 OECD가 제공한 단단계 표집과
다단계 표집 선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가사업팀은 참여대학 담당자와의 협의 하에 다양한 학
과 학생 확보와 짧은 일정을 감안하여 단단계 표집방법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층화변인으로는
성별과 전공 분류를 설정하여 표본이 고르게 추출되도록 하였다. 학생 표집 모집단 범위 설정과 관
련하여 국가 사업팀은 업무 부담이나 접근성의 이유 등으로 특정 전공계열 학생과 편입생, 유학생
및 휴학생, 분교 캠퍼스 소속 학생19)을 부분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최정윤 외, 2012, p.71).
참여교수 표집은 의학계열 교수 및 외국인 교수를 제외하고 전공계열에 제한 없이 전입교원 이상
을 표집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수업시수 6시간 이상, 이중 학부 수업시수가 3시수 이상인 전임강사
가 설문조사 참여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360명의 표집인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제외
대상 및 준거는 아래 <표 Ⅲ-6>에 제시되어 있다(최정윤 외, 2012, p.99).

19) 본 실행가능성 평가가 실행가능성 평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캠퍼스 소속 학생 표집 포함 여부는 개별 대학이 결정하기로 함. 9개의 참여대학
중 1개교가 캠퍼스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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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참여교수 표집 제외 대상
기준 그룹

선택 논거 및 기타 논의 사항

의학계열

의과대 교수는 학교 교과과정 보다는 병원이나 임상에 초점을 두기에 학생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소속대학 근무기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학 교육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용일자가 2011년 2월 이전인 교원을 대상으로 표집함

외국인 교수

표집 매뉴얼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외국인 교수의 경우 한국말 설문이 어렵고, 각 학교
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최정윤 외, 2012, p99

나. 평가 환경 조성
□ AHELO 참여대학 담당자 연수
국가사업팀과 참여대학 담당자는 참여 대상 표집 절차 후 본격적인 평가 실행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평가 환경 조성에 힘썼다. AHELO라는 대규모 국제 평가의 특성과 온라인 시험이라는
점은 참여대학 담당자로 하여금 많은 내용을 숙지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국가사업팀은 수차례 협의
회 및 연수를 개최하여 대학 담당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2월 21일에 열린 참여대학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참여학생 및 참여교수 표집, 학생 테스트
준비 및 실행, 참여교수 설문조사, 기관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동 워크숍에서는 OECD AHELO 사업 본부가 마련한 대학담당자 매뉴얼 검토, 평가 실행에 있어 필
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설명, 학생 및 교수 표집 방법 소개, 테스트 및 설문조사 실행 일정 협의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참여대학 담당자의 주요 과업인 학생 및 교수 표본 데이터 제공, 참여자 독
려 작업, 테스트 장소 확보 및 일정 수립, 테스트에 필요한 시설 점검, 시험감독관 섭외 및 연수 제
공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최정윤 외, 2012, p.102-p.104).
□ AHELO 테스트 일정 수립
평가 실행 준비에 있어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평가일정 수립이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
르면 학생과 교수 표본 선정은 평가실행 최소 두 달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과 참여대학
별 여건을 고려한 결과 중간고사 직후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AHELO 실행가능
성 평가 테스트 기간은 4월 말부터 5월 둘째 주 사이로 설정되었다. 테스트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별로 운영할 테스트 세션 횟수 제한, 대학 간 일정 차이 기준 등의 이슈가 나타났다. 국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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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팀은 본 사업이 실행가능성 평가임을 감안하여 참여대학의 일정 수립에 유연성을 허락하였으며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스트 일수 및 세션 운영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았다(최
정윤 외, 2012, p.107).
□ 참여학생 및 참여교수 참여 독려
테스트 일정 수립 후 참여대학 담당자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 문제 중 하나는 학생 및 교
수 참여 독려 작업이었다. 이는 단순한 참여율 제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슈를 수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생 테스트 참여율과 관련하여 OECD는 200명 표집을 기준으로 75%의 참여율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이는 AHELO와 같이 국제비교평가에서 심리측정전문가(psychometrics)가
제안한 통계분석을 위한 최상위 기준이다. 9개의 참여대학 담당자 모두 75% 기준 달성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가사업팀은 AHELO 국가전문가회의에
서 참여율 하향 기준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학생 참여율이 50%이상인 참여대학의 결과를 분석에
포함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참여율이 50%를 하회할 경우 그 하한선
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 동 AHELO 국가전문가회의에서 여러 참여국 대
표들이 문의를 하였지만 OECD 사업본부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가사업팀
은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이미 학생 테스트를 완료하였거나 실행중인 참여국의 학생 참여율이 약
30%라는 점과 실행가능성 평가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 참여율이 30% 이상인 참여대학을 국제비교평
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국가사업팀은 학생 참여율 기준을 1단계 75%, 2단계 50%, 3
단계 30%로 제안하였다(최정윤 외, 2012, p.105-p.107).
국가사업팀과 각 참여대학은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먼저 국가사업팀
은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확인증을 발급
하였다. 또한 AHELO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참여대학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국가사업
책임자 명의의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하였다. 참여대학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는
데 대부분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활용하였다(최정윤 외, 2012, p.105-p.107)..
학생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학생 개인별 성적표 제공이다. 이러한 논
란의 원인은 당초 OECD 사업본부 차원에서 논의되다가 본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된 데 있다. 참여대학 담당자들은 학생 개인 결과 제공은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인센티브로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배경은 첫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가
학생 개인 평가로 오인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 등 본사업 출범 이전에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둘째, 일부 참여국에서는 학생 개인별 결과 제공에 반대

KEDI 87

Ⅲ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관: 국내 차원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생 개인별 결과 제공에 따른 OECD 및 ACER 행정적인 부담도 고려되
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OECD 사업본부 차원의 결과 배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참여국에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인별 성적표 제공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
장함에 따라 OECD 사업본부 및 평가사업자는 학생 개인평가 산출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화하였다(최정윤 외, 2012, p.105-p.107).
□ 테스트 인프라 점검
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테스트 실행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
한 컴퓨터와 참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물적 자원과 더불어 참
여대학 담당자는 시험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섭외하고 테스트 시스템 활용법과 문제
대처 요령에 대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요청되었다. 국가사업팀은 테스트 실행 전 OECD로부터 전달
받은 임시 테스트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참여대학으로 전달하여 가상 테스트 시스템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사업팀은 OECD 시험감독관 매뉴얼에 따른 절차와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직접 테스트
시험장을 방문하였다.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점검을 비롯하여 시험감독관 섭외 및 연수 현황, 테스
트 시스템 운영법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OECD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은 참여대
학과의 추가적인 협조 및 조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다. 또한 평가도구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미국 CAE와 호주 ACER는 참여국에서 평가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사업팀은 온라인
시스템 워크숍을 열어 평가 실행 시스템 및 운영법을 숙지하도록 하였다(최정윤 외, 2012,
p.107-p.108).

다. 테스트 및 설문조사 실행
1) 학생 테스트 및 설문조사 실행
상기 AHELO 테스트 준비 과정을 거쳐 총 9개의 참여대학은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학생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수차례 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테스트 일정을 <표 Ⅲ-7>과 같이 수
립하였다.

88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Ⅴ) - 2009-2013 실행가능성 평가 종합 -

<표 Ⅲ-7> AHELO 참여대학별 테스트 일정
5.10.(목)

5.11.(금)

5.12.(토)

1개교

3개교

4개교

5.14.(월)

5.15.(화)

5.16.(수)

5.17.(목)

5.18.(금)

5.19.(토)

2개교

2개교

1개교

1개교

1개교

2개교

출처: 최정윤 외, 2012년. p107

□ 학생 참여율
학생 테스트 실행 결과 총 1,340명의 참여로 51.94%의 참여율을 달성하였다. 국가사업센터에서
제시한 1단계 75%이상 또는 3단계 30%미만의 참여율을 달성한 대학은 없었으며 대부분 2단계 50%
의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참여대학간의 참여율은 최소 37.67%에서 62.33%까지 큰 차이가 나타났
다. 학생 참여율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국공립대학에서 나타난 높은 참여율이다. 1개교를 제
외한 나머지 국공립대학은 전체 평균을 상회한 수준이다. (최정윤 외, 2012, p.108-p.109).
<표 Ⅲ-8> AHELO 참여대학별 학생 참여율
대학

표집인원

참여학생 수

참여율(%)

Y대

300

158

52.67

M대

300

157

52.33

S대

300

183

60.67

C대

300

187

62.33

R대

300

113

37.67

P대

300

178

59.33

B대

300

134

44.67

L대

300

142

47.33

T대

180

88

48.89

전체

2580

1340

51.94

출처: 최정윤 외 2012,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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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학생 특성20)
9개 참여대학의 참여학생 특성을 성별, 전공영역, 편입여부, GPA 등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전체 1,340명 중 남학생이 53.6% 여학생이 46.4%로 남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공영역으로는 사회과학, 경영 및 법학이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다. 그 다음은 공학, 제조공학 및 건축학(28.4%), 인문 및 예술(18.7%), 과학(9.8%), 보건 및 복지
(4.4%), 농업(3.3%), 교육(3.1%), 서비스(1.7%) 순으로 나타났다. 편입여부는 본교 출신이 91.6%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편입한 학생의 비율 8.4%였다.
다음으로 참여대학별 참여학생 결과 특성은 대학간의 유사한 패턴/경향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9개의 참여대학중 성별의 비율은 남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대학은 6개교이며
10.4%~31.6%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영역 비율은 참여대학간의 사회과학, 경영 및 법학과 공학,
제조공학 및 건축학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8개 학과 학생이 모두 참여한 대학은 단 2개교에 불과
하였다. 편입여부는 9개 대학에서 모두 본교출신이 85%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GPA의 경우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대학에서 편입생보다 본교출신 참여학생의 GPA가 높게 나타났다(최정
윤 외, 2012, p110-p.111.)

20)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학생 모집단 특성은 2012년도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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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10점)

편입
여부

전공
영역

성별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69

0.74

7.40

7.47

1.07

0.84

7.06

7.66

0.76

0.70

7.07

7.60

7.82

8.00

1.17

1.14

표준
편차

8.06

8.26

중위수

평균

10

6.51

7.60

7.76

평균

5.6

편입

8.03

중위수

10

148

7.67

0.84

평균

14.2

94.4

7.99

중위수

19

168

4

1

20

49

22

36

18

8

66

92

빈도

본교

평균

9.1

85.8

1.1

3.9

9.0

38.8

12.4

16.3

11.8

6.7

42.7

57.3

비율

7.60

중위수

8

115

2

P대

전체

평균

6.2

90.9

6.0

27.6

22

7

80

8

37

11.9

29

편입

93.8

2.3

14.8

16

29.1

21

106

2

13

18.2

39

17.9

본교출신

4.4

.9

38.1

16

40.9

24

12

76

5

43

공학, 제조공학
및 건축학

11.5

36

23.9

7.5

59.7

102

빈도

서비스

13

과학

28.3

21

10

80

40.3

비율

7

32

사회과학, 경영
및 법학

15.9

37.5

54

빈도

1

18

인문 및 예술

.9

33

62.5

비율

보건 및 복지

1

교육

43.4

55

빈도

B대

16

49

여

56.6

비율

T대

농업

64

남

빈도

R대

<표 Ⅲ-9> AHELO 참여대학별 참여학생 특성

1.31

1.03

1.08

표준
편차

Y대

6.51

7.77

7.71

중위수

6.3

93.7

2.5

.6

12.7

31.0

13.9

22.8

11.4

5.1

41.8

58.2

비율

92

56

사회과학,
경영 및 법학

표준
편차

52

29

8.05

8.08

7.82

전체

본교

편입

평균

0.89

0.82

0.83

7.60

8.20

8.16

중위수

12.0

7.26

7.44

7.42

평균

18

0.83

1.08

1.06

7.40

7.57

7.56

중위수

9.8

7.39

7.86

7.83

평균

11
표준
편차

0.89

1.06

1.06

7.21

8.09

8.05

중위수

7.0

93.0

8.15

7.79

7.81

평균

12

175

17

146

편입

90.2

165

125

본교출신

6.4

10

1.1

2

서비스

78

16

68

14

64

123

빈도

3

23.6

8.9

5.1

39.5

16.6

62.4

37.6

비율

37

14

8

62

26

98

59

빈도

보건 및 복지

42.6

9.8

28.4

15.8

2.2

44.8

55.2

비율

M대

8

표준
편차

S대

농업

88.0

39.4

56.3

4

78

80

인문 및 예술

4.2

82

공학,
제조공학 및
건축학

6

교육

52.1

101

빈도

18

74

여

47.9

비율

과학

68

남

출처: 최정윤 외, 2012, p110-p.111.

GPA
(10점)

편입
여부

전공
영역

성별

빈도

L대

0.88

0.90

0.90

표준
편차

C대

7.84

7.91

7.91

중위수

6.4

93.6

1.6

4.3

41.7

8.6

36.4

7.5

34.2

65.8

비율

112

1228

23

59

44

381

131

410

251

41

622

718

빈도

전체

8.4

91.6

1.7

4.4

3.3

28.4

9.8

30.6

18.7

3.1

46.4

53.6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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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 설문조사 실행
교수 설문조사는 학생 테스트 완료 후인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교수 설문조사는 학생 테스트와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수자 개인의 여건에 따라 해
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수는 OECD 사업본부에서 부여한 토큰
이라는 개별적 하이퍼링크 통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학생 테스트 실행과 달리 교수 설문조사는
시스템은 실시간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국가사업팀은 설문조사 종
료 전 OECD AHELO 사업본부로부터 교수 참여 현황 정보를 전달 받아 참여대학 담당자에게 전달
하고 2차적인 참여독려 작업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총 22문항으로 성별, 직위 및 고용 형
태와 같은 개인 정보와 업무 수행, 교육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원 등 교수 활동에 관한 내용들로 구
성되었다. 설문조사 문항 구조는 산출 및 성과, 과정, 투입 등으로 이에 대한 세부 항목은 <표 Ⅲ
-10>과 같다(최정윤 외, 2012, p116-p.119.)
<표 Ⅲ-10> 교수 설문조사 구조 및 하위 항목
구조

내용

산출 및 성과

교수가 인지한 학생 능력 평가

과정

교육의 질 제고 관련 보상체제, 학부수업의 중요도, 교수문화

투입

개인 특성 및 업무량

* 최정윤 외(2011, p.135-p.136)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교수 참여율
전체 참여대학의 교수 참여율은 총 360명 중 170명이 참여하여 평균 47.2%로 다소 낮은 참여율
을 보였다. 전체 표집된 40명의 교수 중 36명이 참여한 대학이 90%의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반면 3명의 참여로 7.5%의 다소 낮은 참여율을 보인 대학도 있었다. 이를 제외한 전체 참여대학 중
교수 참여율이 50%가 넘은 경우는 2개교, 40% 이상을 보인 대학은 2개교, 30% 이상은 3개교 등으
로 나타났다(최정윤 외, 2012, p116-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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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참여대학별 교수 참여율
Y대

M대

S대

C대

R대

P대

B대

L대

T대

계

20

2

15

25

12

12

11

30

17

144

90.9

66.7

83.3

78.1

92.3

100.0

73.3

83.3

89.5

84.7

2

1

3

7

1

0

4

6

2

26

9.1

33.3

16.7

21.9

7.7

.0

26.7

16.7

10.5

15.3

계

22

3

18

32

13

12

15

36

19

17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55.0

7.5

45.0

80.0

32.5

30.0

37.5

90.0

47.5

47.2

남
성별
여

전체
응답률

출처: 최정윤 외 2012, p. 118

□ 참여교수 특성
교수의 전공영역은 학생의 영역구분과 달리 교양영역을 추가되었다. 참여교수의 전공영역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인문 및 예술(23.3%), 사회과학, 경영 및 법학(18.6%), 공학, 제조공학 및 건축학
(16.9%), 과학 (12.8%), 교육(12.2%), 교양(8.7%), 농업(3.5%), 보건 및 복지(1.7%) 순으로 나타났
다(최정윤 외, 2012, p116-p.119.)
<표 Ⅲ-12> 참여교수의 전공영역 특성
계

%

인문 및 예술

40

23.3

사회과학, 경영 및 법학

32

18.6

공학, 제조공학 및 건축학

29

16.9

과학

22

12.8

교육

21

12.2

교양

15

8.7

농업

6

3.5

보건 및 복지

3

1.7

168(4)

97.7(2.3)

계
출처: 최정윤 외, 2012,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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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대학 배경요인 설문조사 실행
참여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행한 배경요인 설문조사는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진
행되었다. 참여대학 담당자는 배정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설문조사 웹사
이트의 접근이 허용되었다. 참여대학 설문조사는 참여대학에 대한 배경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
으로써 학내 관련분야 담당자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동 설문조사는 교수 설
문조사와 같이 산출 및 성과, 과정, 투입의 3단계로 나뉜다(최정윤 외, 2012, p119-p.120).
<표 Ⅲ-13> 대학 설문조사 구조 및 하위 항목
구조

내용

산출 및 성과

졸업률 및 졸업생 성과

과정

재정지원, 학생선발, 학생지원서비스, 학사구조, 커리큘럼, 국제화

투입

대학의 유형특성 및 재학 중인 학생 특성

출처: 최정윤 외(2011, p.137-p.138)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함

라. 서술형 답안지 채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서술형 답안지 채점 역시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책임채점자와
13명의 채점단 그룹이 총 1,340개 답안에 대한 채점을 진행하였다. 대규모 집단의 서술형 답안 채점
의 질 확보에 있어 책임채점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먼저 책임채점자는 OECD 사업본부
차원의 채점 워크숍에 참여하여 채점 방식 및 채점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 동 워크숍에서
는 참여국별 책임채점자가 채점 기준의 세부 내용과 준거를 논하였다(최정윤 외, 2012,
p.120-p.126).
책임채점자를 필두로 국가사업팀은 채점 기준표를 검토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CAE로 전달하였다.
국가사업팀이 보고한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영역별 채점 척도와 기준표는
일반적인 특성 위주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둘째, 수행과제 안에 제시된 정보의 오류나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평가 구조상 피시험자가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채점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국가사업팀은 이러한 내용을 CAE로 전달하였고 내용 보완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척도와 기준
을 포함하는 채점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래 표는 책임 채점자 및 채점단이 채점에 활용
한 자료를 제시한다(최정윤 외, 2012, p.120-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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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채점 자료
채점 자료

주요 내용

학생 답안 특성

학생 답안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용 및 특성 제시

채점 지침

채점 시 고려사항 및 예시답안 제시

벤치마크 페이퍼

실제 학생 답안을 배점의 모델로 제시

* 출처: 최정윤 외(2012, p.123)

국내 채점 벤치마크 페이퍼21)를 제외한 나머지 채점자료는 OECD 사업 본부 및 채점 담당 평가
사업팀인 CLA 측의 영문 자료를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서 수행과제 채점 기준의 영역과 내용 설계
단계에서 참여국별 책임채점자의 직접적인 개입은 않았다. 그러나 국내 벤치마크 페이퍼 선정은
책임채점자와 CAE의 채점 담당자 및 국내 연구진의 협업으로 직접 선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CAE로부터 수행과제 2종에 대한 한국 학생의 200개 답안을 전달받은 국내 연구진은 가채점을 하여
벤치마크의 답안지를 선정하였다. 국내 연구진은 채점자료를 활용하여 각자 부여한 점수와 근거를
공유하고 조율하였다. 1차적으로 1점부터 6점까지 해당하는 점수의 벤치마크 답안지를 선정하였으
며 책임채점자는 이를 CAE측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CAE측과의 텔레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연구진
이 선정한 벤치마크 답안에 대한 최종 선정을 진행하였다(최정윤 외, 2012, p.120-p.126).

1) 채점단 구성
채점단 구성에 있어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둔 부분은 채점일정을 고려한 1,340개 답안에 대한 적정
인원 섭외였다. 이에 국가사업팀은 CAE에서 제시한 답안지당 10분의 채점 소요시간과 답안지 수,
채점 일정 등의 계산을 산출하여 약 10~15명 채점자 섭외를 목표로 하였다. 채점자 섭외는 일차적
으로 참여대학 담당자에게 채점자 자격요건을 전달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수를 추천받았다. 이차적
으로 국가사업팀 차원에서 추가 채점자를 섭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총 13명의 채점단이 구
성되었다. 13명의 채점자의 경력 및 전공은 주로 교양학부 및 교수학습센터 소속이었으며 전반적인
채점 일정에 따른 적정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최정윤 외, 2012, p.124).

2) 채점단 연수
국가사업팀과 책임채점자는 위촉된 13명의 채점단을 대상으로 채점단 연수를 시행하였다.

21) 벤치마크 페이퍼는 각 점수대별로(0점~6점) 전형적인 특성을 지닌 학생답안을 말함. 실제 학생 답안에 대한 배점의 모델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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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서술형 답안의 채점방식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1개의 답안지를 2명의
채점자가 교차 채점 하는 방식으로 평가 영역별로 0점부터 6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채점 기준에
대한 13명의 채점자간의 형평성 제고, 채점자간의 개인적인 성향 및 주관적인 의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 및 연습 채점을 수행하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동 연수를 통해 책임채점자는 평가도구,
채점 기준 및 자료, 채점 프로그램 운영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채점자의 역할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채점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차례 진행한 연습채점을 통해 채점자간의 공통된
이해를 도출할 수 있었다(최정윤 외, 2012, p.124-p.125).
<표 Ⅲ-15> 채점단 연수 일정 및 내용
일정

연수 내용
AHELO 사업 개요 및 수행과제 2종의 대략적 설명

연수 1일

오전

‘호수에서 강으로’ 문항 및 내용, 제시자료의 성격과 내용 설명
학생 답안 특성 설명
채점 루브릭 및 채점 지침 설명

오후

연습 채점 실행
채점자 인터페이스(채점 운영 프로그램) 사용 설명

연수 2일

오전

‘메기’ 문항 및 내용, 제시자료의 성격과 내용 설명
학생 답안 특성 설명
채점 루브릭 및 채점 지침 설

오후

연습 채점 실행

* 출처: 최정윤 외(2012, p.125)

3) 채점 진행
채점단 연수 직후 책임채점자와 채점단은 2012년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약 일주일간의 채점일
정을 소화하였다. 학기 중에 이루어진 점과 채점자 대부분이 교수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에 유연성
을 두었다. 채점자 1명당 일일 할당량을 부여하고 1일 3회 세션(오전, 오후, 저녁)을 운영하여 채점
자의 일정에 따라 세션에 참여하여 채점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채점은 질 관리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책임채점자는 채점자간의 채점 결과를 확인하고 채점자의 편향성이 발견
되는 경우 개입하여 이를 조율하였다. 또한 2점 이상의 오차 발생 시 채점자별로 점수 부여 준거를
논의하여 재채점을 진행하였다(최정윤 외, 2012,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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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후 평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학생 테스트, 교수 및 대학 설문조사 종료 후 참여자들로부터 AHELO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쟁점사항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국가사업팀 차원에서 주요 참여자
를 대상으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후 평가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OECD AHELO 사업본
부 및 CAE 평가사업팀의 요청에 따라 평가실행과 채점이 모두 완료된 2012년 7월에 국가사업책임
자, 책임채점자, 참여대학 담당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사업팀은 서술형 채점에 참여
한 교수 면담을 통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도구 및 채점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채점단을
대상으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서 조사된 주요 내용은 전반적인 평가사업 관리 및 운
영과 AHELO 참여경험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이슈에 관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설문 내용 및 결
과가 보고된 참여대학 담당자 및 채점단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위주로 기술하였다. 전체 주요 참여
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및 면담 내용은 <표 Ⅲ-16>과 같다.
□ 참여대학 담당자 설문조사
참여대학 담당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크게 1)테스트 및 설문조사 준비 단계, 2)학생 테스트 실
행, 3)교수 및 기관 배경요인 설문조사로 나뉜다. 전반적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를 통해서
참여대학의 담당자가 본 주요 성과는 크게 참여계기, 적절한 인사 담당자 구성, 내부적 협력 구축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대학 담당자들은 국가사업팀과 진행된 협의회 및 연수가
평가를 준비하고 실행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참여대학 담당자들의 대부분
의 인적 배경은 평가팀, 기획 조정처, 교육인증원 등의 소속으로 AHELO 평가와 유사한 업무를 맡
고 있어 큰 행정적인 부담은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온라인 평가 진행을 위
해 대학 내부의 타부서인, 주로 정보통신팀 및 교무 행정팀을 비롯하여 관련부서와 총장, 학장 수준
의 협조를 구축한 것도 주요 성과라고 보았다(최정윤 외, 2012, p.127-p.129).
참여대학 담당자가 응답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예산 확보 및 재정
적인 지원 부족, 참여학생 및 참여교수 참여 독려작업, 촉박한 일정 등이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
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과 더불어 대학차원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또한 촉박한 일
정 및 학기 중이라는 시기상의 문제점도 참여대학 담당자들이 꼽은 주요 문제점이었다(최정윤 외,
2012, p.127-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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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사후 평가용 설문조사 및 면담 내용
대상

국가사업책임자

책임 채점자

영역

평가 준비 및 실행

평가사업 관리, 평가사업자 지원
평가 틀 및 평가도구 개발
평가도구 번안 및 타당화 작업
참여대학과의 협력
모집단 설정 및 표집
평가참여자 섭외 및 동기화 과정
학생 테스트 시행, 채점 작업

채점 작업

책임채점자 연수 과정과 내용
채점 실행에서 드러난 이슈
자료의 활용 및 평가사업팀과의 의사소통
채점단 구성
국내 채점단 연수
벤치마크 선정과정

주요 성과

국가사업팀과의 협업(협의회 및 연수)
대학내 협조 동조
적절한 인적배경 담당자 구성

주요 문제점

잦은 인사이동
예산 확보 및 재정적인 지원 부족
참여자 모집 및 독려 작업
시스템 서버 불안정
촉박한 일정
설문조사 상의 용어의 불확실성

평가도구

평가도구의 적절성(평가도구의 구인이 타당하게 측정되는지 여부)
평가도구와 대학교육과의 연계성
번역과 채점결과와의 관련성

채점 실행 과정

방식의 장･단점, 배점기준의 모호성
활용도

채점 관리 및 운영

연수 내용 및 구성
채점기간 및 업무량, 채점자 자격요건

참여대학 담당자

채점자 면담

내용

출처: 최정윤 외, 2012, p126-13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채점단 면담조사
채점단 면담조사의 주요 목적은 1) 채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2)채점단의 인적배경이 현직 교수인 점을 고려하여 교수자 관점에서의 AHELO 평가도구 개발 및
채점 과정에 대한 쟁점사항 도출하는데에 있었다. 본 면담에서 조사된 내용은 크게 평가도구, 채점
실행 과정, 채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먼저 평가도구의 적절성에 있어 채점자들은
평가도구의 구인이 측정하려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자료가 부족
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채점자는 평가도구와 현재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은 부족하나 최근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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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AHELO 평가도구가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진
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평가
도구가 내포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번역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었다(최정윤 외, 2012, p.130-p.133).
채점 실행 과정에 있어 상반된 의견이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2인 1답안 채점 방식은
채점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답안 작성에 있어 개인의 경험이
나 지식 활용하는 제약하는 방식과 완성되지 않은 답안처리 방식에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또한 배점 기준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지나친 서술식 채점 기준 대신 객관적인 지표
로 철저히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최정윤 외, 2012, p.130-p.133).
채점 관리 및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채점단 면담을 종합해보면 채점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는 시간
부족과 채점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채점자간의 의견 조율 기회가 부족했던 점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채점자들 대부분은 정해진 기준내에서 부여된 채점자의 자율적인 시간운영은 채점 진행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최정윤 외, 2012, p.130-p.133).

4 평가 결과 분석
4절에서는 지난 2012년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참여한 우리나라 대학생들 평가 결과와 함께 대학
교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과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석적 추론력, 문제해결능력, 효과적 글쓰기 능력 등 세 개 하위요인별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반
핵심능력 수준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수행평가 채점 루브릭에 포함된 점수대별 능력 기준을 활용하
여 평가참여 학생들의 일반핵심능력 수준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교육 경험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일반핵심능력 및 대학교육 경
험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 및 대학 특성 변인을 탐색하였다. 분산분석과 t-test를 활용한 동
분석에서 서술형과 선택형 테스트 결과를 합산한 일반핵심능력 총점과 서술형(수행과제) 총점, 선택
형 테스트 총점, 주요 대학교육 경험 변인을 각각 종속변인을 두고, 전공,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 특성과 소재지, 규모, 설립 등 대학 특성 변인별로 테스트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넷째,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핵심능력 평가결과와 대학 특성 및 대학교육 경험 요
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연구 기능에 대한 대학 당국의 관심, 교수가
교수-연구-봉사-행정 등 각종 과업에 투입하는 시간 등 대학교수 설문조사에 나타난 대학 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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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한 가지 밝혀둘 사항은 상기 내용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석 결과의 상당 부분은 2012년 보고서
(최정윤 외, 2012)에서 발췌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작년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을 금년도 보고서에 담
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당초 2012년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분석하기
로 하였으나 OECD 사업본부 사정으로 데이터 송부가 2012년 9월에서 12월로 연기되었다. 또한
OECD 사업본부가 2012년 12월에 제공한 데이터에 선택형 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 않는 등 데이터
내용에도 제한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2012년 연구에서 계획대로 포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
하였고 남은 과업은 2013년도 연구과제로 넘겨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평가결과 분석을 보고
할 때, 분석 내용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2012년도 보고서에서 소개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반핵심능
력 테스트 결과와 대학교육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4절에 기술하였다.

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반핵심능력 평가 결과
□ 수행과제 평가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대학생 일반핵심능력 수준22)
금번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평가도구로 활용된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는 평가영역별로 0
점에서 6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며 채점 루브릭은 각 점수에 대한 조작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기준을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대학생의 일반핵심능력 수준을 제한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일
반핵심능력 수행과제 채점은 답안별로 두 명의 채점자가 채점하였다. 즉, 하나의 답안에 대해 두 개
의 채점 결과가 존재하였다. 이하에서 소개하는 테스트 결과는 두 개의 채점 결과 중 첫 번째 채점
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하였다23).
‘호수에서 강으로’ 수행과제의 분석적 추론력 부문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총 665명의 답안
중 0.2%에 해당하는 3명이 1점을 받았고 6.4%에 해당하는 43명이 2점을 받았다. 다음으로 우리나
라 전체 평가참여자 답안의 26.4%가 분석적 추론력에서 3점을 받았다. “이는 논지를 지지하거나 반
박하는 사실 또는 아이디어를 3-4개 정도(정답의 절반 또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찾아내었
으나, 찾아낸 사실 또는 아이디어의 논리적 적합성 등 정보의 질적인 측면을 거의 포착하지 못한 학
생이 평가참여가의 4분의 1 가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최정윤 외, 2012, p.141).
22) 본 사항에 관련 내용은 최정윤 외(2012) p.140에서 p.146의 기제 내용을 간추려 제시한 것임.
23) 채점 1의 결과와 유사한 채점 2 결과를 상세히 기술할 경우, 단순･반복적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생략하였다. 여기에서 채점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한 이유는 표에 담긴 숫자의 의미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채점 1의 결과와 채점 2 결과 간의 일치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해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호수에서 강으로’ 수행과제의 경우, 분석적추론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 능력의 두 채점자
간 상관계수가 각각 .67, .63, .66으로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메기’ 수행과제의 경우, 분석적추론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
능력의 두 채점자 간 상관계수가 각각 .60, .55, .65로 ‘호수에서 강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채점 결과에 근거한 우리나라 대학
생들의 일반핵심능력 수준에 대한 기술은 각 표에 담긴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 일반핵심능력 평가결과 분석 요약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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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평가요인별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 테스트 결과 :‘호수에서 강으로’
채점 레벨

구분

평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1

2

3

4

5

6

분석적 추론력 채점1

4.03

.042

1.09

3

43

178

205

176

60

분석적 추론력 채점2

3.98

.041

1.06

6

34

183

240

146

56

문제해결능력 채점1

4.09

.039

1.00

5

30

144

248

196

42

문제해결능력 채점2

4.08

.040

1.04

7

27

162

224

198

47

글쓰기 능력 채점1

3.87

.046

1.19

20

66

155

211

166

47

글쓰기 능력 채점2

3.87

.046

1.18

24

53

165

211

166

46

* N= 665
* 출처: 최정윤 외(2012, p.141)

다음으로 전체 평가참여자 665명의 답안 중 30.5%인 205명이 ‘호수에서 강으로’ 과제의 분석적
추론력에서 4점을 받았다. 평가도구 개발자인 CAE에 의하면, 통상 4점부터는 양호한 수준의 답안
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전체 평가참여자 중 3분의 1 가량의 학생이 논지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중
요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상당 수준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논리적 강약점 등 사실이나 아이디
어의 질을 평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분석적 추론력의 5점은 정보의 질에 대한
판단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전반적인 논지의 구조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고 각 논지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핵심적인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모두 파악하여 이를 제시한 답안에 부과되는 점수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전체 평가참여자의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26.2%의 학생이 동 점수를 받았다. 최고
점인 6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8.9%에 해당하는 60명이었다. 분석적 추론력 채점 2의 결과는 채점
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만, 3점과 5점에 답안 분포가 적고 4점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답안이
분포되어 있었다”(최정윤 외, 2012, p.142).
‘호수에서 강으로’ 수행과제의 문제해결능력 부문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총 665명의 학생 중
0.7%에 해당하는 5명과 2.2%에 해당하는 30명이 각각 1점과 2점을 받았다. 665명의 학생 중 약 5
분의 1에 해당하는 144명은 의사결정과 그 결정을 지지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거나 암시하였
지만 증거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가도구 개발자인 CAE가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하는 4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665명 중 37.3%인 248명이었다. “즉, 평가참여자의 약 40%는 의
사결정과 그 결정을 지지하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모순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없거
나 대안을 고려하지 못한 수준의 답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의 약 30%인 196명은 수행과제에
서 복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할만한 증거에 기반한 확고한 논거와 결정을 제시한 문제해결능력
을 보여 주었다. 최고점인 6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6.3%에 해당하는 42명이었다”(최정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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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p.143).
‘호수에서 강으로’ 글쓰기 능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665명의 답안 중 3%에 해당하는 20
명과 10%에 해당하는 66명이 글쓰기 능력에서 각각 1점과 2점을 받았다. 총 665개의 답안 중
23.3%인 155명이 논리적 구성은 부족하지만 주어진 질문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수
준의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총 665명의 참여학생 중 약 30%가 명료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논지와 관련된 사실과 아이디어에 대해 타당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갖고 있었다. 5점과 6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 참여학생
의 25%, 7%로 나타났다. 즉, 참여학생 중 30% 이상이 자신의 논지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논리적
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갖고 있었다”(최정윤 외, 2012, p.143, 144).
“‘메기’ 수행과제의 테스트 결과 중 분석적 추론력 결과를 살펴보면, ‘메기’ 수행과제를 완수한
646명의 학생 중 분석적 추론력에서 1점과 2점을 받은 학생은 각각 4명(0.6%), 73명(11.3%)이었다.
‘메기’ 분석적 추론력의 경우, 가장 많은 학생이 분포한 점수대는 3점이었다, 전체 646명의 37.8%
에 해당하는 244명이 3점을 받았다. 참고로 ‘호수에서 강으로’ 분석적 추론력 평가에서는 4점에 가
장 많은 학생이 분포해 있었다. ‘메기’ 분석적 추론력에서 4점을 받은 학생은 32.8%인 212명이었다.
‘메기’ 수행과제를 완수한 646명 중 5점과 6점을 받은 사람은 각각 100명, 13명이었다”(최정윤 외,
2012, p.144).
<표 Ⅲ-18> 평가요인별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 테스트 결과 :‘메기’
채점 레벨

구분

평균

표준
오차

표준편
차

1

2

3

4

5

6

분석적 추론력 채점1

3.57

.038

1.97

4

73

244

212

100

13

분석적 추론력 채점2

3.55

.039

1.99

6

81

228

227

88

16

문제해결능력 채점1

3.73

.040

1.01

4

67

201

221

136

17

문제해결능력 채점2

3.68

.039

0.99

6

60

219

227

117

17

글쓰기 능력 채점1

3.67

.043

1.10

18

71

189

222

121

25

글쓰기 능력 채점2

3.67

.043

1.10

19

68

191

215

134

19

* N= 646
* 출처: 최정윤 외(2012, p.144)

다음은 ‘메기’ 문제해결능력 테스트 결과이다. “분석적 추론력에 이어 문제해결능력에서도 ‘메기’ 수
행과제의 테스트 결과가 ‘호수에서 강으로’ 테스트 결과보다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채점 1을 기준으
로 ‘메기’ 수행과제 문제해결능력 테스트 살펴보면, 646명 중 문제해결능력에서 1점과 2점, 3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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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은 각각 0.6%, 10.4%, 31.1%였다. 양호한 수준인 4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 646명의 34.2%에
해당하는 221명이었고 5점과 6점을 받은 학생의 비중은 각각 21.1%, 16%였다. ‘호수에서 강으로’ 문제
해결능력에서는 전체 평가참여자의 35.7%에 이르는 238명이 고득점에 해당하는 5점과 6점을 받았으
나 ‘메기’에서 동 점수대에 속한 학생 비율은 23.7%에 그쳤다”(최정윤 외, 2012, p.145).
‘메기’ 수행과제의 글쓰기 능력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총 646명의 답안 중 1점과 2점, 3점을
받은 학생은 각각 전체 참여자의 2.8%, 11%, 29.3%였다. 4점을 받은 학생은 34.3%, 5점과 6점을
받은 학생은 각각 18.7%, 3.9%였다”(최정윤 외, 2012, p.145).
□ 선택형 테스트 결과 요약
수행과제 중심의 서술형 문항 이외에 25개로 구성된 선택형 문항도 테스트 도구로 활용되었다.
선택형 문항은 초기 평가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가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수행과제 평가결과
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뒤늦게 평가도
구에 포함되었다. 평가사업자인 ACER는 수행과제와는 달리 선택형 문항의 평가요인별 구조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택형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
반핵심능력 수준에 대한 기술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평가에 참여한 1,340명의 선택형 테스트 점수
분포만을 제시하였다.
<표 Ⅲ-19> 일반핵심능력 선택형 테스트 결과
25문항 중 정답 수
학생 분포

10이하

11-13

14-16

17-19

20이상

빈도

179

315

484

295

67

비율

13.4

23.5

36.1

22.0

5.0

주. 선택형 테스트는 총 25문항

상기 표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선택형 테스트에서 정답수별로 응시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10점 이하의 빈도가 179라는 것은 총 25문항 중 정답수가 10개 이하인 학생의 수가 전체의
13.4%에 해당하는 179명이라는 의미이다. 즉, 25점 만점인 선택형 테스트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
로 환산했을 때 40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전체 비율의 13.4%에 해당하는 179명이었다. 100점 만점
에 64점에 해당하는 16개 이하 정답을 맞힌 학생 비율은 전체 참여자의 73%에 달했다.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20문제 이상 정답을 맞힌 학생 비율은 전체 평가참여자의 5%에
정도에 그쳐, 전반적으로 선택형 문항을 해결하는 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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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택형 문항과 수행과제 총점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더니 상관계수가 0.24로 서로 다른 두 개
유형의 평가도구 간 상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핵심능력 테스트 결과와 학생 배경요인 간 관계
아래에서는 일반핵심능력 테스트 결과가 학생 개인배경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성, 부모의 학력, 전공 영역에 따라 테스트 점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러한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점검하였다. 성별이나 전공에 따른 평가결과 차이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나는 교육 실제 개선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일반핵심능
력 평가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취약성을 보이는 그룹의 학생들에게 보다 집중적인 교육적 처치
를 활용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평가도구의 타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성별로 평가
결과가 구조적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 평가도구가 특정 그룹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바이어스(편차)
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표 Ⅲ-20> 일반핵심능력 평가점수 성별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일반핵심능력
총점

수행과제
합계
수행과제
AR
합계
수행과제
PS
합계
수행과제
WE
합계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전체

1340

618.27

73.47

2.01

남자

720

614.09

73.16

2.73

여자

620

623.13

73.59

2.96

전체

1311

22.92

5.25

0.15

남자

707

22.81

5.26

0.20

여자

604

23.04

5.25

0.21

전체

1311

7.58

1.91

0.05

남자

707

7.54

1.93

0.07

여자

604

7.62

1.90

0.08

전체

1311

7.80

1.84

0.05

남자

707

7.72

1.85

0.07

여자

604

7.88

1.83

0.07

전체

1311

7.54

2.09

0.06

남자

707

7.55

2.06

0.08

여자

604

7.54

2.13

0.09

t 검정결과
.025*

.424

.420

.125

.947

* p<.05수준에서 유의함.

먼저 독립표본 t검증을 활용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일반핵심능력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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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수행과제와 선택형 문제 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산출된 총점의 경우, 남학생이 614.09, 여학
생이 623.13이었으며 여학생의 점수가 9.03점 높았으며 이는 유의확률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점과 더불어 시험 유형별로 평가결과의 남녀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
다. 수행과제 3개 영역 합산 점수, 수행과제 분석적 추론력 및 수행과제 문제해결력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보다 1점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핵심능력 평가 점수를 학생의 전공별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공별로 일반핵심
능력 총점을 살펴보면, 의료보건 전공자의 평균 점수가 643.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
회과학과 공학 전공자가 각각 632.09, 615.04점으로 뒤를 이었다. 무전공 학생들과 자연과학 및 인
문예체능 전공 학생들이 낮은 평가점수를 얻은 그룹에 속하였다. 분산분석을 통해 일반핵심능력 총
점의 전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전공 차이에 따른 변량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
였다. 전공별 점수 차이는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간 점수 차이의 유의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수행한 결과, 최상위 그룹에 속한 사회과학 전공자
와 인문 및 자연과학 전공자 간의 점수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다른 전공
과의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핵심능력 총점의 경우 전체 변량 대
비 전공 차이에 의한 변량은 2.8%였다.
일반핵심능력 평가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전공별로 산출하였다. 전공별 점수 분포는 일반
핵심능력 수행과제 총점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의료보건 전공자와 사회과학 전공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다만 일반핵심능력 총점과는 다르게 인문 전공자의 점수가 공학 전공자보다 높
았다. 수행과제 합산 점수 역시 전공별 점수 차이가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
고 있었다. 전체 변량 대비 전공 차이에 의한 변량은 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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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전공별 학생 분포와 일반핵심능력 테스트 결과
전공

일반핵심능력 총점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수행과제 합계

F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인문예체능

227

607.68

67.43

22.59

5.17

사회과학

467

632.09

72.77

24.03

5.28

자연과학

238

604.75

80.68

21.94

5.09

공학

330

615.04

69.37

22.21

4.99

의료보건

40

643.85

60.83

24.77

5.71

무전공

38

597.64

83.47

21.81

5.59

7.750
(.000)

F (유의확률)

8.573
(.000)

** p<.001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은 학생의 부모 학력에 따른 일반핵심능력 평가결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아버지와 어머
니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대학진학 첫 세대로 정의하였다. 국내에
서는 대학진학 첫 세대의 대학교육 경험 및 성과에 관한 문헌이 많이 축적되지 않았으나 미국 등지
에서는 이들이 동료 학생들이 비해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지속률 등을 포함하는
학습성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1340명의 평가참여학생 중 약 54%에 해당하는
720명의 학생들이 부모 양측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진학 첫 세대로 정
의된 동 그룹 학생들의 일반핵심능력 총점은 614.09점으로 양친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
했다고 응답한 그룹의 총점(623.13)보다 8.07점 낮았으며 이러한 점수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
적 유의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두 그룹 간 수행과제 총점을 비교한 결과, p<.05 수
준에서 대학진학 첫 세대의 점수가 비교 대상 그룹의 점수에 비해 낮았다.
<표 Ⅲ-22> 일반핵심능력 평가점수 부모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일반핵심능력
총점

수행과제
합계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전체

1340

618.27

73.47

2.01

대학진학 첫 세대

787

614.94

72.06

2.57

양친 중 대졸자

553

623.02

75.24

3.20

전체

1311

22.92

5.25

0.15

대학진학 첫 세대

773

22.68

5.25

0.19

양친 중 대졸자

538

23.27

5.24

0.23

t 검정결과

.048*

.044*

* p<.05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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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핵심능력 평가결과 분석 요약24)
∙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 평가결과, 평가참여 학생 절반 이상이 분석적추
론력, 문제해결력, 글쓰기 영역에서 6점 만점에 4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절반 이상
의 평가참여 학생의 분석적 추론력이 평가를 위해 제공된 문서자료의 전반적 논지를 파악하고
각 논지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핵심적인 사실 또는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
실이나 아이디어의 논리적 강약점 등 질적인 측면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참여자 절반 이상의 문제해결능력이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제
시하고 그 결정을 지지하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대
안 제시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가참여자 절반 이상 학생들의 글쓰
기 능력 수준이 명료성과 일관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질문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주어
진 정보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최정윤 외, 2012, p.168).
∙ “수행과제 평가 결과에 의하면, 분석적 추론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 능력 중 문제해결능력이
분석적 추론력이나 글쓰기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호
수에서 강으로’ 수행과제 평가 결과에서는 글쓰기 능력의 채점 결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메
기’ 수행과제 평가에서는 ‘분석적 추론력’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최정윤 외, 2012, p.168).
∙ “분석적 추론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 능력 중 글쓰기 능력의 학생 간 점수 차이가 다른 능력
에서의 점수 차이보다 컸다. 이러한 경향성은 ‘호수에서 강으로’와 ‘메기’ 등 두 개 수행과제에
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글쓰기 능력 점수의 분산이 다른 능력 점수의 분산보다 크게 나타
난 결과가 외재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에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최정윤 외, 2012, p.169). 참고로 참여대학별로 진행된 대학별 데이터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일반핵심능력 평가 결과의 전체 변량 중 대학 간 차이에 따른 비율은 적었다. 평가요소별 수
행과제 테스트 결과를 기준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대학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변
량은 전체 변량의 3.4%에서 5.4% 수준에 그쳤다”(최정윤 외, 2012, p.169). 이러한 대학 간
차이에 따른 변량의 수치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대학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다(최정윤･이병식, 2009). 통상적으로 초중등학교 효과 분석에서 전체 변량
중 학교 간 차이에 기인한 변량은 10%-15% 수준, 대학 데이터에서는 이보나 낮은 수치가 도
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채점 결과에 근거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반핵심능력 수준 기술은 두 명의 채점자에 의한 채점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보수적인
시각에서(즉, 두 명의 채점자 중 낮은 성적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성과 평가 결과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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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핵심능력에 있어서 전공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핵심능력 총점의
경우, 전체 변량에서 전공 차이에 따른 변량은 7.5%였으며 수행과제의 경우 동 수치는 4.2%
에서 4.9% 수준이었다. 전공 간 평가결과 차이는 평가도구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선택형과 서
술형 점수를 통합하여 산출한 일반핵심능력 총점을 활용하여 전공 간 차이 분석을 한 결과,
의료보건과 사회과학 및 교육학 전공 등 특정 전공 학생들의 점수가 높은 경향성이 확인되었
다. 수행과제 점수를 활용한 전공 간 차이 분석 결과는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호수에서 강으
로’ 수행과제에서는 분석적 추론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 능력 모두 전공 간 점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메기’의 경우 모든 평가 요인에 걸쳐 전공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공 간 테스트 점수 차이가 유의한 경우 의료보건과 사회과학 및 교육학
전공 학생들의 테스트 결과는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고 인문예체능, 농업, 서비스 전공 학생들
의 테스트 결과는 낮은 경향성이 관찰되었다”(최정윤 외, 2012, p.170).

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 여건 및 대학교육 경험 특성25)
인지적 측면의 학습성과 평가 결과는 학생의 대학교육 경험과 연계하여 분석할 때 비로소 교수학습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인지적 일반핵심능
력 평가 이외에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교육 경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대학교육 만족도, 적극적 수업 참여, 다양한 학습 활동, 교수와의 상호작용, 다양한 교수법 등
5개 요인을 나타내는 15개 문항에 대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부 대학교육 경험 변인에 대
해서는 학생 개인배경요인에 따라 대학교육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번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4간 척도도 측정된 동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은 2.34로 부정적인 답변이 약간 우세하였다. 대
학교육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육 만족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채창균 외,
2005; 유현숙 외, 2011, 2012, 최정윤 외, 2012, p.150에서 재인용).

25) 대학교육 경험 분석 결과의 일부는 지난 2012년 보고서에 소개된 것으로 내용의 연결성을 고려해 수정･보완하여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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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문항
대학교육 만족도

나쁘다

그저 그렇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았다

응답비율

14.9

41.6

38.1

5.4

빈도

199

558

511

72

* 출처: 최정윤 외(2012, p.151)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는 수업 중 학습 몰입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Kuh, 2001, 최정윤 외, 2012, p. 151에서 재인용). 이번 조사에서는 총 1,340명의
평가참여자 중 21.4%에 해당하는 287명과 5.9%인 79명이 각각 종종 또는 자주 수업 시간에 질문하
고 토론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되 보다 대규모의 학생 데이터를 토
대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 실태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유현숙 외, 2012, 최
정윤 외, 2012, p.150).
<표 Ⅲ-24> 수업 중 질문 및 토론 참여 정도
문항
질문하거나 혹은 토론에 참여

전혀

가끔

종종

자주

비율

4.4

68.3

21.4

5.9

빈도

59

916

287

79

* 출처: 최정윤 외(2012, p.151)

수업 출석 및 수업 준비에 투입한 시간 역시 학생들의 적극적 수업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
다. <표 Ⅲ-25>는 이번 평가에 참여한 우리나라 대학생 1,340명이 수업 출석과 수업 준비를 위해 일
주일 동안 할애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수업 출석에 사용한 시간의 경우,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한 구간은 16시간-20시간이었다(평가참여자의 37.3%인 500명 분포, 최정윤 외, 2012, p.151).
<표 Ⅲ-25> 수업 출석 및 수업 준비에 투입하는 시간
문항
수업 출석

수업 준비

없음

1-5

6-10

11-15

16-20

21-25

26-30

30이상

비율

1.0

9.1

9.8

21.3

37.3

14.5

3.5

3.7

빈도

12

121

131

285

500

194

47

49

비율

2.5

43.9

28.4

12.2

6.2

2.9

1.4

2.5

빈도

33

588

381

163

83

39

19

33

* 출처: 최정윤 외(2012,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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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수업 참여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학습성과를 축적해
나간다. 현장 실습, 비교과 활동, 교육과정과 연계된 또는 관련이 없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 학생이
투입한 시간은 적극적 학습 참여의 양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내외 대학생 학습 실태 조
사에서 사용되고 있다(Kuh, 2001, 유현숙 외, 2011, 2012, 최정윤 외, 2007, 2008, 최정윤 외,
2012, p. 153에서 재인용).
<표 Ⅲ-26>은 평가참여자 1,340명이 현장 실습, 교육과정과 관련된 유급 일경험, 교육과정과 관
계없는 유급 일경험, 동아리 등 비교과 학습활동을 위해 일주일 동안 투입한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1,340명의 응답자 중 76%인 1,016명의 학생들이 주당 5시간 이하의 시간을 현장 실습에 투입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유급 일경험을 위해 시간을 할애한 학생도 매우 적었다. 전
체 응답자의 약 90%에 이르는 학생들이 전혀 또는 주당 5시간 이내의 적은 시간을 교육과정 관련
일경험에 사용하고 있었다.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학습 활동에도 적은 시간을 할애하였는데 10명
중 6명은 비교과 학습 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주당 5시간 이내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최
정윤 외, 2012, p.153).
<표 Ⅲ-26> 다양한 학습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
문항

없음

1-5

6-10

11-15

16-20

21-25

26-30

30이상

비율

38.0

38.0

13.3

4.0

1.7

1.3

1.3

2.4

빈도

510

508

178

54

23

18

17

32

교육과정과 유관한
유급 일경험

비율

68.8

17.9

7.4

1.9

1.4

1.2

0.4

1.0

빈도

921

240

99

26

19

16

5

14

교육과정과 무관한
유급 일경험

비율

29.5

35.1

15.1

7.8

4.0

2.1

2.0

4.4

빈도

394

471

203

104

54

28

27

59

비율

27.5

40.1

15.9

7.4

3.7

1.8

1.0

2.7

빈도

368

536

213

99

49

24

14

36

현장 실습 참여

교육과정 연계 대외활동

* 출처: 최정윤 외(2012, p.153)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중시하는 OECD는 대학생의 산업 현장 경험 실태와 동 경험과 학
습성과의 연계 여부에 큰 관심을 두었다. 이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도 총 4개의 문항을 통
해 수업 참여 이외에 다양한 학습 활동에 대학생이 투입한 시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림
Ⅲ-6]에서 [그림 Ⅲ-9]는 대학생의 사업 현장 경험에 있어서 국내 대학생과 외국 대학생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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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참여를 위해 주당 15시간 이상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
체 평가참여자의 13%로 일반핵심능력 참여국 평균 19.6%, 경제학 참여국 평균 17.3%, 공학 참여국
평균 14.8%를 하회하였다. “교육과정과 유관된 일경험을 위해 주당 15시간 이상을 투입한 비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참여국 대학생들 간 차이는 더욱 극명하였다. 우리나라 비율은 4%로 일
반핵심능력 참여국 평균 17.2%, 경제학 참여국 평균 12.6%, 공학 참여국 평균 14%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최정윤 외, 2012, p.154). 비교과 학습활동에 사용한 주당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한국 학생
비율은 9.2%로 국제비교 대상그룹의 수치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 그룹 중 가장 낮았다(최정윤
외, 2012, p.154).

[그림 Ⅲ-6] 실습참여 시간 국제비교

[그림 Ⅲ-7] 교육과정관련일경험 시간 국제비교

[그림 Ⅲ-8] 교육과정관련무 일경험 시간 국제비교

[그림 Ⅲ-9] 교육과정 관련 대외활동 시간 국제비교

* 출처: 최정윤 외(2012, p.154.)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질과 양은 대학생의 학습성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도 교수-학습
몰입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외 실증연구에서 교수와 긍정적인 상호작
용 경험을 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학습성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김은경,
2005; Kim, & Sax, 2009; 최정윤･신혜숙, 2010).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총 3개의 문항
을 사용해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을 측정하였다”(최정윤 외, 2012,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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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7> 교수와의 상호작용 관련 조사 결과
전혀 제공
않음

거의 제공
않음

약간

상당히 자주
제공

매우 자주
제공함

비율

4.0

11.2

42.4

34.5

8.0

빈도

53

149

568

463

107

비율

3.4

9.8

38.8

37.2

10.7

빈도

46

132

519

499

144

비율

5.1

18.5

36.5

30.8

9.1

빈도

69

248

488

413

122

문항
학습에 도움 되는 조언 제공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시간 제공

자신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지도 제공
* 출처: 최정윤 외(2012, p.155)

[그림 Ⅲ-10]에서 [그림 Ⅲ-12]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관련 3개 설문문항 중 ‘상당히 자주’ 또는
‘매우 자주’로 응답한 학생 비율을 여러 국제비교집단 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교수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응답자의 42.5%가 ‘상당히 자주’ 또는
‘매우 자주’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경제학 참여국 평균값인 35.8% 보다는 높지만 일반핵심능력이나
공학 참여국 평균값인 50.9%, 46.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 주
었는가’라는 문항의 경우, 큰 차이는 없었지만 국제비교 대상 그룹 중 가장 낮았다.‘교수가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제공하였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한국 평가참여자의 39.9%가 ‘상당히 자
주’ 또는 ‘매우 자주’로 응답한 반면 일반핵심능력 참여국 평균은 52.4%, 공학 참여국 평균은 48.3%
로 조사되었다”(최정윤 외, 2012,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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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학습에 도움 되는 조언 제공 국제 비교

[그림 Ⅲ-11] 도움을 요청할 때 시간 제공 국제 비교

[그림 Ⅲ-12] 자신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지도 제공
국제비교
* 출처: 최정윤 외, 2012, p.156.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은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어 학습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강의, 세미나, 그룹 과제 수행, 온라인 학습 등 4가지 교수법
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교수법 중 강의 활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
았으며 온라인 활용 비율은 매우 낮았다. 세미나와 그룹 과제를 활용한 비중은 높지 않았다”(최정윤
외, 2012,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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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8> 교수방법 관련 조사 결과
문항
강의
세미나
그룹 과제 수행
온라인 활용

전혀

25% 미만

25-40%

41-60%

61-75%

75% 이상

비율

0.1

1.6

6.3

14.4

29.8

47.8

빈도

2

22

84

193

398

641

비율

8.0

48.1

22.7

13.9

6.0

1.3

빈도

107

644

304

187

80

18

비율

12.8

45.9

19.0

13.6

6.1

2.5

빈도

172

615

255

182

82

34

비율

44.6

49.1

5.1

0.8

0.1

0.3

빈도

598

657

69

11

1

4

출처: 최정윤 외, 2012, p.157.

[그림 Ⅲ-13] 강의식 교수방법 국제비교

[그림 Ⅲ-14] 세미나 교수방법 국제비교

[그림 Ⅲ-15] 그룹 활동 교수방법 국제비교

[그림 Ⅲ-16] 온라인참여 교수방법 국제비교

* 출처: 최정윤 외, 2012, p.157.

[그림 Ⅲ-13]에서 [그림 Ⅲ-16]은 다양한 교수방법에 노출된 경험에 대해 우리나라 학생들을 국
제비교그룹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동 자료에서 두드러진 모습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
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경험한 교수법에서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점, 온라인 활
용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세미나와 그룹 과제 수행을 활용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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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의 비중도 다른 참여국에 비해 낮았다(최정윤 외, 2012, p.157).
다음은 대학교육 경험이 학생 배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지 분석한 결과이다. <표 Ⅲ-29>
에서 <표 Ⅲ-31>은 학생의 성, 부모의 학력, 전공에 따라 주요 대학교육 경험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에 참여하거나 노출되는 정도에 있
어서 성별 차이, 전공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학력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성별 차이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수업 중 토론이나 질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대외활동 참여도 많았고 수업준비에 투입한 시간도 많았다. 부모학력 차이의 경우, 부모 모두 고졸
이하인 대학진학 첫 세대 학생은 수업 시간의 질문, 토론 참여에 있어서 동료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공별 차이 분석 결과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공간 차이가 확인되는 가운데 뚜렷한 경향성
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컨대, 정규과정 관련 대외활동 경험의 경우, 공학이나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관찰된 반면, 수업 중 토론이나 질문의 경우 무전공 및 사회과학전공자들이 상대
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경우, 높은 테스트 점수를 받은데 이어
대학교육 경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몰입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Ⅲ-29> 주요 대학교육 경험 성별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시간투입:
대외활동

수업중질문토론

고등사고력강조

교수-학생상호작용

시간투입:수업준비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전체

1339

2.43

.042

1.547

남자

719.00

2.55

1.60

0.06

여자

620.00

2.29

1.47

0.06

전체

1340

2.29

.018

.641

남자

720.00

2.33

0.66

0.02

여자

620.00

2.24

0.62

0.02

전체

1338

17.04

.10

3.65

남자

720.00

17.22

3.72

0.14

여자

618.00

16.84

3.57

0.14

전체

1340

9.9373

.068

2.50

남자

720.00

10.04

2.64

0.10

여자

620.00

9.81

2.33

0.09

전체

1340

3.02

.039

1.420

남자

720.00

3.09

1.50

0.06

여자

620.00

2.95

1.32

0.05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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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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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0> 주요 대학교육 경험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구분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339

2.43

.042

1.547

첫세대

787.00

2.39

1.56

0.06

부모대졸

552.00

2.49

1.52

0.06

1340

2.29

.018

.641

첫세대

787.00

2.24

0.62

0.02

부모대졸

553.00

2.35

0.66

0.03

1338

17.04

.10

3.65

첫세대

785.00

16.99

3.63

0.13

부모대졸

553.00

17.12

3.69

0.16

1340

9.9373

.068

2.50

첫세대

787.00

9.89

2.49

0.09

부모대졸

553.00

10.01

2.51

0.11

1340

3.02

.039

1.420

첫세대

787.00

2.96

1.39

0.05

부모대졸

553.00

3.12

1.46

0.06

전체
시간투입:대외활동

전체
수업중질문토론

전체
고등사고력강조

전체
교수-학생상호작용

전체
시간투입:수업준비

t 검정결과
.234

.002**

.505

.379

.041

주: * p<.05, ** p<.01, *** p<.001

<표 Ⅲ-31> 주요 대학교육 경험 전공 차이 분석 결과
구분

시간투입:
대외활동

수업중질문토론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인문

227

2.31

227.00

1.53

사회과학

466

2.51

466.00

1.57

자연과학

238

2.18

238.00

1.37

공학

330

2.60

330.00

1.62

의료

40

2.33

40.00

1.51

무전공

38

2.29

38.00

1.66

인문

227

2.41

227.00

0.65

사회과학

466

2.32

467.00

0.65

자연과학

238

2.16

238.00

0.60

공학

330

2.25

330.00

0.62

의료

40

2.18

40.00

0.64

무전공

38

2.45

38.00

0.69

t 검정결과

.0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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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등사고력강조

교수-학생
상호작용

시간투입:
수업준비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인문

227

16.01

227.00

3.85

사회과학

466

16.96

466.00

3.54

자연과학

238

16.54

238.00

3.54

공학

330

18.35

330.00

3.35

의료

40

16.48

40.00

3.26

무전공

38

16.51

37.00

4.47

인문

227

9.63

227.00

2.54

사회과학

466

9.70

467.00

2.56

자연과학

238

10.01

238.00

2.45

공학

330

10.28

330.00

2.40

의료

40

10.75

40.00

2.70

무전공

38

10.34

38.00

1.85

인문

227

3.06

227.00

1.45

사회과학

466

2.88

467.00

1.29

자연과학

238

2.92

238.00

1.38

공학

330

3.34

330.00

1.64

의료

40

2.78

40.00

0.83

무전공

38

2.63

38.00

1.02

t 검정결과

.000***

.002**

.000***

주: * p<.05, ** p<.01, *** p<.001

□ 대학생의 대학교육 경험 조사 결과 요약
∙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반적인 대학교육 만족도는
부정적 응답이 약간 우세하였다. 총 1,340명의 평가참여자 중 51.6%가 나빴다 또는 그저 그렇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수업 출석에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정작 수업 준비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수업 시간 중 질문하거나 토론하는 빈도는 높지 않았다.
특히 다른 나라 학생들의 경험과 비교할 때, 적극적인 수업 참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최정윤 외, 2012, p.170).
∙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대학생의 일경험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서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관련이 없는 일경험, 현장 실습 참여, 동아리 활동 등 비
교과 학습 활동에 학생이 투입한 시간을 통해 관련 학습 경험을 분석해 보았다. 전체 평가참여
자의 76%가 현장 실습에 주당 5시간 이하를 사용했다고 응답하였고 약 90%는 교육과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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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일경험이 전혀 없거나 주당 5시간 이하만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최정윤 외, 2012, p.171).
∙ 국내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
듯이 이번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수와의 상호작용 빈도는 상당히 낮았
다. 교수가 학습에 도움되는 조언을 제공했는지, 학생의 학습에 관심을 보이고 지도를 했는지
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부정적 답변을 제시하는 경항이 뚜
렷하게 나타났다(최정윤 외, 2012, p.171).

다. 대학 여건 및 대학교육 경험과 일반핵심능력의 관계 분석
이하에서는 일반핵심능력과 관계된 개인 및 대학 특성, 대학교육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활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서 ‘위계적’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반핵심능력 예측변인을 일련의 군으로 구성한 후, 일반핵심능력을 종속변
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에 예측변인을 각 변인군 단위로 단계적으로 투입했을 때 일반핵심능력에 대
한 예측변인의 영향력 변화를 관찰하는 회귀모델링 방법을 의미한다.
회귀모형에 투입한 일반핵심능력 예측변인, 즉 독립변인은 개인배경변인군, 대학 구조적 특성 변
인군, 대학교육 경험 변인군, 일반핵심능력 대리변인군으로 구성하였다. 즉, 모델1에서는 종속변수
의 예측변인으로 학생의 성, 부모학력, 전공 등 3개 개인배경변인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델2는 모델1에서 투입한 개인배경변인에 더하여 대학 설립, 소재지, 규모 등 대학 구조적 특
성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회귀모델을 말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3에서는 11개의 바람직한 대학
교육 경험 변인을 투입하였고 모델4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연구에서 학습성과 대리변수로
설정한 대학교육 만족도, 시험에 쏟은 노력의 정도, 학생 스스로가 평가한 평균적인 학업성취수준
변수를 투입하였다. 종속변수는 두 개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선택형과 수행과제로 구성된 일반핵심
능력 평가결과를 통합하여 산출한 일반핵심능력 총점26)이고 다른 하나는 수행과제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수행과제 합계이다. 수행과제 합계 점수는 분석적 추론력, 문제해결력, 글쓰기 능력 등 3개
영역별로 산출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6) 동 점수를 데이터를 제공한 ACER측이 산출하였으며 산출에 활용한 정확한 공식은 현재까지 공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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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2> 학습성과 영향 요인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문항척도

일반핵심능력 총점

618.27

73.47

-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 합계

22.92

5.25

-

일반핵심능력 선택형 합계

14.43

3.27

- 25개 선택형 문항, 1문항당 1점으로 산정

성별(여성)

1.46

0.50

0=남성 1=여성

대학진학첫세대

0.41

0.49

0=대학진학첫세대 1=양친 중 1명이상 대졸

교육

0.02

0.15

0=아님 1=교육계열 전공

사회

0.31

0.46

0=아님 1=사회과학계열 전공

자연

0.16

0.36

0=아님 1=자연과학계열 전공

공학

0.25

0.43

0=아님 1=공학계열 전공

농학

0.02

0.15

0=아님 1=농학계열 전공

의료보건

0.03

0.17

0=아님 1=의료보건계열 전공

서비스

0.01

0.11

0=아님 1=서비스 계열 전공

무전공

0.03

0.16

0=아님 1=무전공

설립

0.47

0.50

0=아님 1=사립

소재지

0.54

0.50

0=비수도권 1=수도권

규모

0.69

0.46

0=중소규모 1=대규모(학부재학생 10,000명이상)

수업중질문토론

2.29

0.64

시간투입:수업참여

4.61

1.43

시간투입:실습

2.16

1.49

시간투입:수업준비

3.03

1.42

시간투입:대외활동

2.42

1.55

고등사고력강조

17.04

3.66

5개 관련 문항 복합변인(α=763)

교수-학생상호작용

9.94

2.50

3개 관련 문항 복합변인(α=.847)

수업형태비율: 강의

5.16

1.01

수업형태비율: 세미나

2.66

1.09

수업형태비율:그룹활동

2.61

1.20

수업형태비율: 온라인

1.63

0.67

전체 대학교육 만족도

2.34

0.80

시험에 쏟은 노력

2.82

0.79

평균 학업성취 수준

3.24

0.84

120

1=None, 2=1 to 5 hours, 3=6 to 10 hours, 4=11 to 15
hours, 5=16 to 20 hours, 6=21 to 25 hours, 7=26 to
30 hours, 8=More than 30 hours

1=None
2=Less than 25%
3=25-40%, 4=41-60%, 5=61-75%
6=More than 75%

1=나쁘다, 2=그저그렇다, 3=좋다, 4=매우 좋다
1=최하위, 2=평균이하, 3=평균, 4=평균이상5=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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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핵심능력 총점과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 합계 점수 각각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먼저, 일반핵심능력 총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 개인배경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42였고 여기에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은 .048 증가하여 .090이 되었다. 여기에 대학교육 경험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
설명력은 .135로 증가하였다. 평가 설계 시 학습성과 대리변수(proxy)로 설정한 대학교육 만족도,
시험에 쏟은 노력의 정도, 학생 스스로가 평가한 평균적인 학업성취수준 변수가 회귀모형에 투입되
었을 때 모델 설명력이 가장 많이 상승하여 R²값은 .156이 되었다. 즉, 일반핵심능력 총점의 전체
변량의 15.6%가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 Ⅲ-33> 일반핵심능력 총점 위계적 회귀분석 분석 요약
모형

R

R²

1

.205

2

통계량변화량
R²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042

.042

5.841

10

1329

.000

.299

.090

.048

10.030

13

1326

.000

3

.367

.135

.045

8.513

24

1312

.000

4

.395

.156

.021

8.969

27

1309

.000

주 : 모형
모형
모형
모형

1 : 상수, 개인배경 변인군
2 : 상수, 개인배경,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군
3 : 상수, 개인배경,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군, 대학교육 경험 변인군
4 : 상수, 개인배경,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군, 대학교육 경험 변인군, 학습성과 변인군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 합계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했을 때 R²변화 패턴은 상기 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개인배경변인이나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이 종속변수 변량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
었고 대학교육 경험 변인과 학습성과 대리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종속변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R²
값으로 판단했을 때, 일반핵심능력 총점에 비해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 합계 점수에 대한 모델 설
명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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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4>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 합계 위계적 회귀분석 분석 요약
모형

R

R²

1

.194

2

통계량변화량
R²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038

.038

5.080

10

1300

.000

.257

.066

.028

7.043

13

1297

.000

3

.306

.093

.027

5.509

24

1283

.000

4

.348

.121

.028

6.519

27

1280

.000

주 : 모형
모형
모형
모형

1 : 상수, 개인배경 변인군
2 : 상수, 개인배경,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군
3 : 상수, 개인배경,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군, 대학교육 경험 변인군
4 : 상수, 개인배경,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군, 대학교육 경험 변인군, 학습성과 예측변인군

<표 Ⅲ-35> 선택형 전체 문항 총점 위계적 회귀분석 분석 요약
모형

R

R²

1

.147

2

통계량변화량
R² 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변화량

.022

.022

2.949

10

1329

.001

.240

.057

.035

6.220

13

1326

.000

3

.294

.087

.03

5.177

24

1312

.000

4

.305

.093

.006

4.968

27

1309

.000

주 : 모형
모형
모형
모형

1 : 상수, 개인배경 변인군
2 : 상수, 개인배경,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군
3 : 상수, 개인배경,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군, 대학교육 경험 변인군
4 : 상수, 개인배경,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군, 대학교육 경험 변인군, 학습성과 예측변인군

선택형 전체 문항 총점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회귀모형에서 R²변화를 살펴보면, 개인배경 변인
투입 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22였고 여기에 추가로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 투입 시 설명력이
.035 늘어나 R²값이 .057로 증가하였다. 모델3에서는 모델2에 11개의 대학교육 경험 변인을 추가하
여 설명력이 .087이 되었고, 학습성과 대리변수 3개를 추가한 모델4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아져 선택형 전체 문항 총점의 전체 변량의 9.3%가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개인배경 변인을 투입했을 때보다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 대하교육 경험 변인, 학습성과 예측 변인
을 차례로 추가했을 때 종속변수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나 R²값에 의하면 일반핵심능력 총점과 일
반핵심능력 수행과제 합계 점수에 비해 선택형 전체 문항 총점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래 <표 Ⅲ-36>은 선택형과 수행과제 평가결과를 통합하여 산출한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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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개인배경변인만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델1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여성이 남성보다 일반핵심능력 총점이 높고, 대학진학 첫 세대보다 부모 양친 중 최소한 한 명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일반핵심능력 총점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핵심능력 총점에 대
한 전공의 영향력은 전술한 전공별 일반핵심능력 총점 비교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인문예체
능 계열 학생에 비해 사회계열 전공자와 의료보건 전공자, 공학 전공자의 일반핵심능력 총점이 높
았고 농학전공자의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전공 효과는 학생의 성과 부모 학력 효
과를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다음으로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을 추가로 모델에 투입하였을 때,
수도권 대학 재학생이 비수도권대학 재학생보다, 대규모 대학 재학생보다 중소규모 대학 재학생의
일반핵심능력 총점이 더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모델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던 부모학력의 효과가 사라진 점이다. 즉,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 구조적 특성과 부모 학력이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대학 구조적 특성 효과를 통제할 경우, 부모 학력의 긍정적 효과는
유효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대학교육 경험 변인과 일반핵심능력 총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업 중 토론이나 질문에 적극적인 학생일수록, 대학교육 과정과 연계된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일수록, 수업 중 고등사고력을 강조했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일반
핵심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수업 참여나 수업준비에 투입한 시간의 경우 상관분석
에서는 일반핵심능력 총점과 관련성이 있었으나 개인배경변인,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 대학교육경
험 변인을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헌에서 중요한 학습성과
영향 요인으로 다루어진 교수-학습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번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그룹이나 온라인 유형의 수업 비중이 많았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일반핵심능력 총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분석에서 그룹이나 온라인 유형 수업 비중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 특성을 분
석하고 이러한 교육 경험과 학습성과의 관계가 부적인 형태로 나타난 원인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최종모형에서는 개인배경변인,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 대학교육경험 변인에 더하여 학습성과 대리
변인으로 설정된 전체 대학교육 만족도, 시험에 쏟은 노력, 평균 학업성취 수준을 추가로 투입하였
다. 동 모델의 회귀분석 결과, 성별 효과 및 전공 효과, 소재지와 규모 등의 대학 구조적 특성 효과,
일부 대학교육 경험 변인의 효과는 지속되었다. 모델4의 회귀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학생이
테스트 중에 쏟은 노력과 스스로 평가한 학업성취수준이 일반핵심능력 총점과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특히 이들 두 개 변수의 영향력은 학생 개인 배경, 대학 구조적 특성, 대학교
육경험 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잃지 않았다. 한편, 대학교육의 만족도는 일
반핵심능력 학습성과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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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6> 일반핵심능력 총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1
구분

개
인
배
경

대학
특성

교육
경험

대리
변인

모형3

모형4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상수)

587.22

8.80

576.42

9.39

519.35

19.94

493.29

20.38

성별(여성)

9.69*

4.21

10.09*

4.13

12.64**

4.12

11.62**

4.08

0.08

대학진학첫세대

8.34*

4.03

1.90

4.05

0.14

3.98

0.10

3.94

0.00

교육

17.93

13.64

28.31*

13.37

24.00

13.12

24.03

12.99

0.05

사회

28.77***

6.05

29.47***

5.91

25.84***

5.91

26.38***

5.84

0.17

자연

4.99

7.05

13.30

6.97

7.42

7.16

8.93

7.08

0.04

공학

12.84*

6.53

21.93**

6.53

15.95*

6.84

16.59*

6.76

0.10

농학

-29.62*

13.70

-4.10

13.75

0.00

13.77

-0.70

13.63

0.00

의료보건

36.89**

12.41

38.08**

12.14

35.80**

12.64

36.07**

12.51

0.08

서비스

-1.62

17.69

0.56

17.51

-10.05

17.26

-10.16

17.07

-0.02

무전공

-8.57

12.67

-9.24

12.37

-1.65

12.31

0.55

12.19

0.00

설립

8.51

5.11

9.72

5.12

9.74

5.07

0.07

소재지

23.37***

5.16

21.64***

5.12

18.81***

5.09

0.13

규모

-12.46**

4.57

-10.44*

4.56

-12.43**

4.53

-0.08

수업중질문토론

6.59*

3.32

3.34

3.35

0.03

시간투입:수업참여

2.21

1.47

1.70

1.46

0.03

시간투입:실습

-0.37

1.50

-0.35

1.48

-0.01

시간투입:수업준비

0.47

1.51

0.11

1.50

0.00

시간투입:대외활동

3.26*

1.29

3.07*

1.28

0.06

고등사고력강조

1.78**

0.60

1.44*

0.61

0.07

교수-학생상호작용

0.93

0.87

-0.13

0.91

0.00

수업형태비율: 강의

2.82

2.08

2.12

2.06

0.03

수업형태비율: 세미나

2.89

2.20

2.96

2.18

0.04

수업형태비율:그룹활동

-9.17***

1.92

-9.17***

1.90

-0.15

수업형태비율: 온라인

-9.19**

2.93

-10.23***

2.91

-0.09

전체 대학교육 만족도

4.17

2.88

0.05

시험에 쏟은 노력

7.86**

2.42

0.08

평균 학업성취 수준

9.51***

2.39

0.11

주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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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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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7> 일반핵심능력 수행과제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1
구분

대학
특성

교육
경험

대리
변인

모형3

모형4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22.29

0.64

21.57

0.69

17.04

1.47

14.80

1.50

성별(여성)

0.02

0.31

0.01

0.30

0.19

0.31

0.12

0.30

0.01

대학진학첫세대

0.57

0.29

0.16

0.30

0.05

0.30

0.04

0.29

0.00

교육

1.25

0.98

1.79

0.97

1.51

0.96

1.52

0.95

0.04

사회

1.56***

0.44

1.62***

0.43

1.51**

0.44

1.53***

0.43

0.13

자연

-0.47

0.51

-0.04

0.51

-0.23

0.53

-0.11

0.52

-0.01

공학

-0.30

0.47

0.26

0.48

-0.07

0.51

-0.01

0.50

0.00

농학

-1.52

1.00

-0.09

1.01

0.04

1.02

0.01

1.01

0.00

의료보건

2.28*

0.90

2.27*

0.89

1.89*

0.94

1.93*

0.93

0.06

서비스

-0.69

1.34

-0.20

1.34

-0.67

1.33

-0.72

1.31

-0.02

무전공

-0.77

0.92

-0.79

0.91

-0.51

0.91

-0.30

0.90

-0.01

설립

1.03**

0.37

0.88*

0.38

0.90*

0.37

0.09

소재지

0.93*

0.38

1.03**

0.38

0.81*

0.37

0.08

규모

-0.52

0.34

-0.39

0.34

-0.56

0.33

-0.05

수업중질문토론

0.46

0.24

0.23

0.25

0.03

시간투입:수업참여

0.09

0.11

0.05

0.11

0.01

시간투입:실습

0.07

0.11

0.07

0.11

0.02

시간투입:수업준비

-0.01

0.11

-0.04

0.11

-0.01

시간투입:대외활동

0.31**

0.09

0.29**

0.09

0.09

고등사고력강조

0.05

0.04

0.03

0.05

0.02

교수-학생상호작용

0.12

0.06

0.04

0.07

0.02

수업형태비율: 강의

0.13

0.15

0.07

0.15

0.01

수업형태비율: 세미나

0.23

0.16

0.23

0.16

0.05

수업형태비율:그룹활동

-0.36*

0.14

-0.35*

0.14

-0.08

수업형태비율: 온라인

-0.18

0.22

-0.27

0.21

-0.03

전체 대학교육 만족도

0.24

0.21

0.04

시험에 쏟은 노력

0.77***

0.18

0.12

평균 학업성취 수준

0.67***

0.18

0.11

(상수)

개
인
배
경

모형2

β

주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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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8>은 선택형 전체 문항 채점결과에 대한 총점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나타낸 위계적 회
귀분석 결과이다. 개인배경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는, 일반핵심능력 총점의 회귀
분석 결과와 달리 성별, 대학진학 첫 세대 변수는 선택형 문항의 학습성과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공별 선택형 문항 총점 분석 결과에서는 인문예체능 계열 학생에 비해 사회계열 전공자
와 공학 전공자, 의료보건 전공자의 선택형 문항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로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을 모델에 투입하였을 때, 수도권 대학 학생이 비수도권 대학 학생의 선택형 문항
총점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 변인을 추가해 선택형
문항 총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업 중 자신이 고등사고력을 강조했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강의 형태의 수업 비중이 많았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선택형 문항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핵심능력 총점과 마찬가지로 그룹이나 온라인 형태의 수업 비중이 많았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선택형 문항 총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업 중 질문이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이나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학생은 일반핵심능력 총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과 달리
선택형 문항 점수에서는 이 변인들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모델4에서는 개인배
경변인, 대학 구조적 특성 변인, 대학교육경험 변인에 학습성과 예측 변인을 추가하여 나타난 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공별 효과와 대학 소재지 효과, 일부 대학교육 경험 변인의 효과는 앞에서
나타낸 모델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추가된 대학교육의 만족도, 학생이 시험에 쏟은 노력과
평균 학업성취 변인이 선택형 문항 총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8> 일반핵심능력 선택형 총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1
구분
(상수)

개
인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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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2

모형3

모형4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13.60

0.40

13.14

0.43

10.95

0.92

11.56

1.08

β

성별(여성)

0.17

0.19

0.18

0.19

0.20

0.19

0.18

0.19

0.03

대학진학첫세대

0.07

0.18

-0.14

0.18

-0.17

0.18

-0.18

0.18

-0.03

교육

0.85

0.61

1.23*

0.61

1.12

0.60

1.14

0.60

0.05

사회

0.99***

0.27

1.01***

0.27

0.83**

0.27

0.84**

0.27

0.12

자연

0.48

0.32

0.78*

0.32

0.48

0.33

0.51

0.33

0.06

공학

0.59*

0.29

0.88**

0.30

0.61*

0.31

0.63*

0.31

0.08

농학

-0.98

0.62

-0.07

0.62

0.05

0.63

0.04

0.63

0.00

의료보건

1.34*

0.56

1.39*

0.55

1.41*

0.58

1.41*

0.58

0.07

서비스

1.33

0.80

1.25

0.79

0.84

0.79

0.84

0.79

0.03

무전공

-0.54

0.57

-0.59

0.56

-0.36

0.57

-0.30

0.5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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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구분

대학
특성

교육
경험

대리
변인

모형2

모형4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β

설립

0.01

0.23

0.09

0.24

0.09

0.24

0.01

소재지

1.15***

0.23

1.03***

0.24

0.96***

0.24

0.15

규모

-0.38

0.21

-0.33

0.21

-0.38

0.21

-0.05

수업중질문토론

0.15

0.15

0.07

0.16

0.01

시간투입:수업참여

0.08

0.07

0.07

0.07

0.03

시간투입:실습

-0.07

0.07

-0.07

0.07

-0.03

시간투입:수업준비

0.05

0.07

0.04

0.07

0.02

시간투입:대외활동

-0.01

0.06

-0.01

0.06

-0.01

고등사고력강조

0.09***

0.03

0.08**

0.03

0.09

교수-학생상호작용

0.02

0.04

-0.01

0.04

-0.01

수업형태비율: 강의

0.19*

0.10

0.18

0.10

0.05

수업형태비율: 세미나

0.00

0.10

0.01

0.10

0.00

수업형태비율:그룹활동

-0.28***

0.09

-0.28***

0.09

-0.10

수업형태비율: 온라인

-0.27*

0.14

-0.29*

0.14

-0.06

전체 대학교육 만족도

0.13

0.13

0.03

시험에 쏟은 노력

0.21

0.11

0.05

평균 학업성취 수준

-0.21

0.11

-0.05

B

표준
오차

모형3

주 : * p<.05, ** p<.01, *** p<.001

위계적 회귀분석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생이 테스트 중에 쏟은 노력과 스스로 평가한 학업성취수준은 일반핵심능력 평가결과와 상
관성을 갖고 있었다. 먼저 회귀분석에 앞서 수행과제 평가영역별로 테스트 중에 쏟은 노력의
정도와 수행과제 평가결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 평가한 학업성취수준과 수행과제 평가결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동 분석에서 이들 두 변인과 수행과제 평가결과의 정적인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이후 여러 관련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도 일반핵심능력 평가결과와
학생이 테스트 중에 쏟은 노력 및 스스로 평가한 학업성취수준 간의 상관성은 통계적 유의성
을 잃지 않았다. ACER가 수행한 국제 수준의 분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자기보고식 학습성과 평가가 부분적으로나마 학생의 학습성
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후 분석에서는 세부 종속변인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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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거나 개인 및 대학별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조건을 달리 했을 때 일반핵심능력 평가결
과와 학생이 테스트 중에 쏟은 노력 및 스스로 평가한 학업성취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달라지
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전반적인 대학교육 만족도 변인과 일반핵심능력 평가결과가 상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대학교육 만족도 변인은 스스로 평가한 학업성취수준 변인과 더불어
학습성과 대리변수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ELO와 같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기보고
식 방식으로 측정한 학습성과 변인을 사용한 상당수 연구에서는 대학교육 만족도의 긍정적 영
향을 보고하고 있다. 일반핵심능력과 대학 만족도 변인이 상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결과는
ACER 분석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대안으로 대학 만
족도 조사의 광범위한 활용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를 교육 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대학교육 만족도가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정
보는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동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람직한 대학교육 경험과 일반핵심능력 평가결과의 관계는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토
론이나 질문 참여, 대학교육 과정과 연계된 대외활동 참여, 고등사고력을 강조한 수업 참여 경
험 등은 다른 개인 또는 대학 구조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일반핵심능력과의 상관
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들 변인 이외에 학습성과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문헌에서 학습성
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상당수 대학교육 경험의 영향이 이번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
다. 예컨대, 현장학습경험이나 일경험 등은 기술분석이나 회귀분석에서 모두 학습성과와 상관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와의 상호작용 변인이 일반핵심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대학효과에 관한 외국 문헌에 따르면, 학습성과
에 대한 교수-학생 상호작용 효과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비교적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동 연구에서는 학습성과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
부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빈도가 매우 낮고 편차도 적으며 다른 대학교육
경험 변수를 통제했을 때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고 보고되
고 있다. 추후 분석에서는 학습성과에 대한 교수-학생 상호작용 효과없음을 설명하는 요인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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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교수 설문조사 결과
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학생 표집과 마찬가지로 교수 설문조사도 무선표집 방식을 따랐으며 대학별로 40명이 표집되었다.
교수 설문조사의 주요 항목은 교육 및 연구 기능에 대한 대학의 강조 정도, 교육능력향상을 위해 쏟
는 동료 교수의 노력, 교육-연구-봉사-전문가로의 외부 활동-행정 등 각종 과업에 사용하는 시간,
대학 입학 시 학업준비도가 낮은 학생 비율 등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학교수 특성은 <표 Ⅲ-39>에 제시하였다. 9개 대학에서 조사에 응한 교수는
172명이었고 이 중 남성 144명(83.7%), 여성 26명(15.1%)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30
대 미만은 없었고 30대 19명(11.0%), 40대 61명(35.5%), 50대 72명(41.9%), 60대 이상 18명
(10.5%), 결측값 2명(1.2%)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대한 응답은 박사학위 취득자가 163명
(94.8%), 석사학위 취득자는 7명(4.1%), 무응답 2명(1.2%)으로 조사되었다. 학사학위 과정을 가르
친 기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59명(34.3%), 11년 이상 20년 이하 72명(41.9%), 21년 이상 39명
(22.7%), 무응답은 2명(1.2%)이었다. 수업하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교양 및 교육일반은 15명
(8.7%), 교육 21명(12.2%), 인문학 및 예술 40명(23.3%),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명(18.6%), 수
학, 컴퓨터 과학을 포함한 과학 22명(12.8%), 공학, 제조 및 건설 29명(16.9%), 수의과학을 포함한
농업 6명(3.5%), 의료보건3명(1.7%), 결측값 4명(2.3%)으로 관측되었다.
<표 Ⅲ-39> 대학교수 설문조사 응답자 개인 배경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172

100

남자

144

83.7

여자

26

15.1

30대

19

11.0

40대

61

35.5

50대

72

41.9

60대 이상

18

10.5

ISCED Level 6

163

94.8

ISCED Level 5b

7

4.1

10년 이하

59

34.3

11년 이상-20년 이하

72

41.9

21년 이상

39

22.7

전체
성별

연령

최종학위

학사학위티
칭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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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용지위

직위

전공

빈도

비율

1년 이내 고정기간 계약직

1

.6

1년 이상 고정기간 계약직

14

8.1

고정직 또는 영구직

155

90.1

교수

98

57.0

부교수

37

21.5

조교수 및 전임강사

35

20.3

일반프로그램

15

8.7

교육

21

12.2

인문학 및 예술

40

23.3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18.6

과학(수학과 컴퓨터포함)

22

12.8

공학, 제조 및 건설

29

16.9

농업(수의과학포함)

6

3.5

보건 및 복지

3

1.7

<표 Ⅲ-40> 교수설문조사 구성 문항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문항척도

전공

3.90

1.726

1=일반프로그램, 2=교육, 3=인문학 및 예술, 4=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5=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6=공학, 제조 및 건설,
7=농업(수의과학 포함), 8=보건 및 복지

성별

1.15

.361

1=남성 2=여성

학사학위 티칭경험

1.88

.752

1=10년 이하 2=11-20년 3= 21년 이상

설립

.51

.50

0=국공립 1=사립

소재지

.42

.50

0=수도권 1=비수도권

규모

.49

.50

0=중소규모 1=대규모(학부재학생 10,000명이상)

대학의 강조점:교육강조

4.01

.94

대학의 강조점:연구강조

4.13

.88

대학의 강조점:교수의 교육강조

3.49

.92

교수의 시간활용:교육

4.97

1.49

교수의 시간활용:연구

5.17

1.71

교수의 시간활용:봉사

2.42

1.24

교수의 시간활용:전문가활동

2.49

1.25

교수의 시간활용:행정업무

2.95

1.57

교수의 시간활용:이외 활동

2.31

1.13

130

1=전혀 장려하지 않음, 2=거의 장려하지 않음, 3=약간 장려함,
4=상당히 장려함, 5=매우 장려함

1=전혀 장려하지 않음, 2=거의 장려하지 않음, 3=약간 장려함,
4=상당히 장려함, 5=매우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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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권장시간:수업준비

4.72

1.70

권장시간:대외/과외 활동 참여

2.92

1.11

권장시간:학위과정 유관 근로경험 3.51

1.61

권장시간:학위과정 무관 근로경험 2.33

1.34

학업준비도 낮은 비율

.83

2.26

문항척도
1=필요 없음, 2=1-5시간, 3=6-10시간, 4=11-15시간, 5=16-20
시간, 6=21-25시간,6=26-30시간,7=31시간 이상
1=전혀 없음, 2=25% 미만, 3=25-40%, 4=41-60%, 5=61-75%,
6=75%이상

1) 교육 및 연구 관련 대학교수의 활동, 인식 조사 결과
□ 대학교수가 인식한 교육, 연구에 대한 대학의 강조점
<표 Ⅲ-41>은 대학교수가 인식한 대학의 강조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
학이 교육의 수월성을 장려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상당히 장려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4명
(37.2%)이었으며 ‘매우 장려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1명(35.5%)이었다. ‘상당히 장려한다’ 이
상 응답자는 125명(72.7%)으로 대학이 교육의 수월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고 생각하는 대학교수
가 매우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대학이 연구의 수월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
항에서는 ‘매우 장려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70명으로 전체 비율의 40.7%,‘상당히 장려한다.’라
고 응답한 응답자가 60명(34.9%)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가 동료 교수들과 협업하면서 자신의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장려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5명으로 37.8%로 나타났고 ‘약간 장
려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0명(34.9%)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Ⅲ-41> 대학교수가 인식한 교육, 연구에 대한 대학의 강조점
전혀 장려하지
않음

거의 장려하지
않음

약간 장려함

상당히 장려함

매우 장려함

빈도

1

12

33

64

61

비율

0.6

7

19.2

37.2

35.5

빈도

1

5

35

60

70

비율

0.6

2.9

20.3

34.9

40.7

빈도

2

22

60

65

22

비율

1.2

12.8

34.9

37.8

12.8

구분
교육강조

연구강조

교수의 교육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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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연구 등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
교육, 연구 등 각종 과업에 교수가 사용한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의에 필요한
자료준비, 수업계획안 준비, 학생들의 과제 검토 및 평가 등 교육에 할애하는 주당 시간은 11시간에
서 15시간, 16시간에서 20시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40명(2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21시간에서 25시간이라고 응답한 대학교수가 전체 응답자의 20.3%였다. 창
작 활동, 실험 수행, 현장 업무 수행 등 연구, 각종 학술 활동 및 창작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16시간에서 20시간이라고 응답이 22.1%였다. 뒤이어 11시간에서 15시간을 연구활동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4명으로 19.8%였다.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서비스 제공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할
애한 시간을 묻는 문항에서는 1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5.8%로 조
사되었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14%였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업 이외의 외
부 기관을 위한 유급 컨설팅 또는 전문가로서의 각종 활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에서 5시간을
할애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84명으로 48.8%를 차지하였다. 일주일에 6시간에서 10시간을 할애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5명(20.3%)이며, 25명(14.5%)은 일주일동안 전문가로서의 활동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행정과 관련한 각종 서류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 또한 봉사활
동, 전문가로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1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80명으로 46.5%를
나타내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6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8%(34명)로 조사되었다. 총 6개의 교수 시간활용 문항 중 앞에서 언급된 5개의 과업 이외에 대
학교수로서의 직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에서 5시간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는 92명(53.5%)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2> 대학교수가 교육, 연구 등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
구분
교육
연구, 각종 학술
활동 및 창작활동
봉사
전문가로서의
각종 활동

132

없음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빈도

0

5

24

40

40

35

15

11

비율

0

2.9

14

23.3

23.3

20.3

8.7

6.4

빈도

0

7

24

34

38

25

19

23

비율

0

4.1

14

19.8

22.1

14.5

11

13.4

빈도

24

96

25

11

9

1

1

2

비율

14

55.8

14.5

6.4

5.2

0.6

0.6

1.2

빈도

25

84

35

12

6

5

1

1

비율

14.5

48.8

20.3

7

3.5

2.9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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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업무
이외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없음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빈도

12

80

34

17

13

5

3

5

비율

7

46.5

19.8

9.9

7.6

2.9

1.7

2.9

빈도

28

92

27

11

4

2

1

1

비율

16.3

53.5

15.7

6.4

2.3

1.2

0.6

0.6

□ 대학교수가 권장하는 학습활동별 투입 시간
<표 Ⅲ-43>은 대학교수가 졸업반 학생들에게 일주일동안 수업준비, 대외 활동 참여 등 학습활동
별로 권장하는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스터디, 연구조사활동 등 수업준비에 사용
하도록 권장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6시간에서 20시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9명(28.5%)으로 가
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11시간에서 15시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7명(15.7%)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학생회 임원활동, 각종 동아리 활동 등 대외/과외 활동에 참여하는데 1시간
에서 5시간을 할애하라고 권하는 대학교수가 68명으로 39.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다. 6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6명으로 32.6%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학
위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활동에 사용하라고 권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에서
5시간, 6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각각 47명(27.3%), 42명(24.4%)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위과정과 무관한 분야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경험에 할애하도록 권장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
시간에서 5시간이라 응답한 응답자가 59명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하였으며, 필요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1명으로 29.7%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Ⅲ-43> 대학교수가 권장하는 학습활동별 투입 시간
구분

필요없음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빈도

0

20

25

27

49

25

11

14

비율

0

11.6

14.5

15.7

28.5

14.5

6.4

8.1

대외/과외 활동
참여

빈도

5

68

56

27

9

5

1

0

비율

2.9

39.5

32.6

15.7

5.2

2.9

0.6

0

학위과정 관련
분야 근로 경험

빈도

8

47

42

32

18

15

4

4

비율

4.7

27.3

24.4

18.6

10.5

8.7

2.3

2.3

학위과정 무관
분야 근로 경험

빈도

51

59

31

14

8

3

1

1

비율

29.7

34.3

18

8.1

4.7

1.7

0.6

0.6

수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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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수가 인식한 학업준비도가 낮은 학생 비율
학위과정을 시작할 때 학업준비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학생들의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
면, 25%미2만이라고 응답한 대학교수가 107명(62.2%)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25%에서 40%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1명(18%),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는 18명(10.5%)으로 나타났다.
<표 Ⅲ-44> 대학교수가 인식한 학업준비도가 낮은 학생 비율
구분
학업준비도가 낮은
학생

전혀 없음

25%미만

25-40%

41-60%

61-75%

76%이상

빈도

18

107

31

11

2

1

비율

10.5

62.2

18

6.4

1.2

0.6

2) 교육 및 연구 관련 대학교수의 활동, 인식에 있어서 집단 차이
□ 대학교수가 인식한 교육, 연구에 대한 대학의 강조점
다음은 대학교수가 대학에서 강조하는 점에 대하여 인식한 설문에 대한 응답이다. 대학이 교육의
수월성을 장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각 전공별로는 농업, 인문학 및 예술, 교육의 평균값
이 4.33점, 4.25점, 4.14점으로 4점을 상회하였으며 일반프로그램,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과학
전공 교수들도 각각 3.8점, 3.94점, 3.95점을 나타냄으로써 4점에 가까운 평균값을 가졌다. 대학이
연구 활동의 수월성을 장려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일반프로그램, 교육, 인문학 및 예술, 사회
과학, 경영 및 법률 전공 대학교수의 응답이 각각 4점, 4.57점, 4.31점, 4.31점의 평균값을 나타내
어 4점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강조한다는 설문과 유사하게 과학, 농업 전공 교수들 또
한 평균 응답이 3.95점, 3.83점으로 나타나 4점에 가까운 응답을 나타내었다. 반면 동료 교수들과
협업하여 자신의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는 모든 응답의 평균값이 4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농업 전공 교수들은 ‘약간 장려한다’에 해당하는
3점 수준으로 나타나 다른 전공 교수들보다 매우 낮은 응답 평균값을 기록함으로써 동료 교수와 협
업을 통해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울이는 노력정도가 평균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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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5> 전공별 대학교수가 인식한 대학의 강조점 차이 분석 결과
구분

교육강조

연구강조

교수의 교육강조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일반프로그램

15

3.80

1.014

.262

교육

21

4.14

.964

.210

인문학 및 예술

40

4.25

.707

.112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3.94

1.014

.179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3.95

.899

.192

공학, 제조 및 건설

29

3.66

1.045

.194

농업(수의과학 포함)

6

4.33

.816

.333

보건 및 복지

3

3.67

1.528

.882

일반프로그램

15

4.00

.756

.195

교육

21

4.57

.676

.148

인문학 및 예술

39

4.31

.832

.133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4.31

.780

.138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3.95

.844

.180

공학, 제조 및 건설

29

3.76

.830

.154

농업(수의과학 포함)

6

3.83

1.329

.543

보건 및 복지

3

3.67

.577

.333

일반프로그램

15

3.47

.834

.215

교육

21

3.62

.865

.189

인문학 및 예술

40

3.75

.840

.133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3.41

.798

.141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3.41

1.008

.215

공학, 제조 및 건설

29

3.28

1.066

.198

농업(수의과학 포함)

6

3.00

1.095

.447

보건 및 복지

3

3.67

1.155

.667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240

.012*

.381

주 : * p<.05, ** p<.01, *** p<.001

<표 Ⅲ-46>은 성별에 따라 대학이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평균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을 장려하고 있는지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활동의 수월성을 장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남성(4.17점)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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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점)보다 높은 응답 평균값을 기록했지만 ‘상당히 장려한다’에 해당하는 4점에 매우 가까운 값
을 나타내 평균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동료 교수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 능력 향상 노력에
대한 설문에서는 앞의 설문 조사 결과와 다르게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응답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Ⅲ-46> 대학교수가 인식한 대학의 강조점 성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강조

연구강조

교수의 교육강조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남성

144

4.02

.935

.078

여성

26

3.88

.993

.195

남성

144

4.17

.847

.071

여성

25

3.96

.841

.168

남성

144

3.44

.944

.079

여성

26

3.69

.736

.144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499

.246

.206

주: * p<.05, ** p<.01, *** p<.001

<표 Ⅲ-47>은 학사학위 티칭경험에 따라 대학교수가 인식한 대학 강조점에 대한 각각의 설문 조
사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학이 교육의 수월성을 장려하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가르친 경험이 11년에서 20년인 응답자는 평균 4.14점으로 ‘상당히 장려한다’에 해당하는 4점 이상으
로 조사되었으며, 21년 이상 응답자 또한 3.97점으로 4점에 매우 가까운 응답값을 나타내었다. 연구
활동의 수월성 장려 설문 조사결과는 학사학위 티칭 경험이 오래될수록 평균 응답 점수가 높게 나타
났고 모든 응답 구간에서 ‘상당히 장려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4점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동료
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 능력 향상의 적극성에 대한 결과는 교육의 수월성 장려와 연구 활동의 수월성
장려 조사 결과와 달리 4점을 밑도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학사학위 티칭 경험이 오래될수록 평균 응
답 점수가 낮게 나타나 ‘약간 장려한다’에 해당하는 3점을 약간 웃도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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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7> 대학교수가 인식한 대학의 강조점 근무연한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강조

연구강조

교수의 교육강조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0년 이하

59

3.85

.997

.130

11-20년

72

4.14

.939

.111

21년 이상

39

3.97

.843

.135

10년 이하

58

4.00

.816

.107

11-20년

72

4.11

.943

.111

21년 이상

39

4.41

.637

.102

10년 이하

59

3.54

.916

.119

11-20년

72

3.49

.934

.110

21년 이상

39

3.38

.907

.145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209

.059

.709

주: * p<.05, ** p<.01, *** p<.001

<표 Ⅲ-48>은 대학설립에 따라 각 대학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
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 장려를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사립대학이 평균 4.21점, 국공립 대학이
평균 3.80점으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6보다 평균 응답 점수가 0.41점 높게 나타났다. 이는 p-값
이 .01보다 낮은 수준인 .004로 나타나 대학 설립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 장려의 적극성에 대한 평균
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교육의 수월성을 상당히 장려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구 활동의 수월성 장려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립대학이 평균 4.21점, 국공립 대학이
평균 4.05점으로 ‘상당히 장려한다’(5간 척도에서 4점에 해당)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하
였다. 동료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교육 능력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설
문 조사에서는 각각 3.31점(국공립), 3.66점(사립)으로 3점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사립대학이 국공립
대학보다 .35점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사립대학교수가 국공립대학교수보다 협업을 통한 교육
능력 향상에 약간 더 적극적이라고 응답하였다.

KEDI 137

Ⅲ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관: 국내 차원

<표 Ⅲ-48> 대학교수가 인식한 대학의 강조점 설립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강조

연구강조

교수의 교육강조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국공립

85

3.80

.923

.100

사립

86

4.21

.922

.099

국공립

84

4.05

.743

.081

사립

87

4.21

.990

.106

국공립

85

3.31

.913

.099

사립

86

3.66

.889

.096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004**

.235

.010**

주 : * p<.05, ** p<.01, *** p<.001

<표 Ⅲ-49>는 각 대학의 강조점에 있어 대학 소재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응답 평균값은 교육의 수월성 장려, 연구활동의 수월성 장려, 동료 교수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 능력
향상 노력 모두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
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의 수월성과 연구 활동의 수월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수
도권 대학이 모두 4점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자신의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대한 설문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이 모두 3점 수준에 머물러 ‘약간 장려한다’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표 Ⅲ-49> 대학교수가 인식한 대학의 강조점 소재지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강조

연구강조

교수의 교육강조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수도권

99

4.17

.915

.092

비수도권

72

3.78

.938

.111

수도권

98

4.37

.778

.079

비수도권

73

3.81

.908

.106

수도권

99

3.69

.791

.079

비수도권

72

3.21

1.006

.119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007**

.000***

.001***

주: * p<.05, ** p<.01, *** p<.001

<표 Ⅲ-50>은 대학의 강조점에 있어 대학 규모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교육의 수월
성을 장려하는 대학은 중소규모 대학(4.30점)이 대규모 대학(3.70점)보다 평균 0.6점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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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구 활동의 수월성을 장려하는 대학은 중소규모 대학(4.10점), 대규모 대학(4.15점)으로 대규
모 대학이 더 높은 평균이 나왔으나 그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의 교육 능력 향
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대한 문항에서는 중소규모 대학(3.57점)이 대규모 대학(3.39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Ⅲ-50> 대학교수가 인식한 대학의 강조점 규모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강조

연구강조

교수의 교육강조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소규모

87

4.30

.749

.080

대규모

84

3.70

1.027

.112

중소규모

87

4.10

.928

.099

대규모

84

4.15

.829

.090

중소규모

87

3.57

.897

.096

대규모

84

3.39

.932

.102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000***

.704

.195

주: * p<.05, ** p<.01, *** p<.001

□ 교육, 연구 등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
<표 Ⅲ-51>은 전공에 따라 대학교수가 각종 과업에 할애한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
다. 분석결과 6개의 과업 모두에서 전공에 따른 주당 사용시간의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표 Ⅲ-51> 대학교수가 교육, 연구 등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 전공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일반프로그램

15

4.80

1.265

.327

교육

21

5.29

1.848

.403

인문학 및 예술

40

4.88

1.488

.235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5.03

1.282

.227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5.05

1.647

.351

공학, 제조 및 건설

29

4.62

1.545

.287

농업(수의과학 포함)

6

5.33

1.033

.422

보건 및 복지

3

6.00

1.732

1.000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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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일반프로그램

15

5.67

1.543

.398

교육

21

5.81

1.750

.382

인문학 및 예술

40

5.00

1.695

.268

32

4.88

1.362

.241

22

5.68

1.912

.408

공학, 제조 및 건설

29

4.55

1.723

.320

농업(수의과학 포함)

6

5.00

2.098

.856

보건 및 복지

3

6.67

1.528

.882

일반프로그램

14

2.21

.802

.214

교육

21

2.62

1.431

.312

인문학 및 예술

40

2.63

1.596

.252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2.44

1.294

.229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2.18

.733

.156

공학, 제조 및 건설

29

2.17

.889

.165

농업(수의과학 포함)

6

2.17

.408

.167

보건 및 복지

3

2.67

1.155

.667

일반프로그램

15

2.13

.516

.133

교육

20

3.15

1.424

.319

인문학 및 예술

40

2.35

1.477

.234

32

2.66

1.208

.214

22

2.50

1.102

.235

공학, 제조 및 건설

29

2.34

1.233

.229

농업(수의과학 포함)

6

2.33

1.033

.422

보건 및 복지

3

2.33

.577

.333

일반프로그램

14

2.71

.994

.266

교육

21

3.14

1.797

.392

인문학 및 예술

40

2.90

1.809

.286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2.94

1.480

.262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3.14

1.612

.344

공학, 제조 및 건설

29

2.90

1.611

.299

농업(수의과학 포함)

6

3.33

1.211

.494

보건 및 복지

3

2.33

.577

.333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연구, 각종 학술
활동 및 창작활동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봉사

전문가로서의 각종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활동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행정업무

140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055

.726

.303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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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외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일반프로그램

14

2.43

.852

.228

교육

21

2.57

1.287

.281

인문학 및 예술

38

2.37

1.514

.246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1

2.29

1.071

.192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2.27

.883

.188

공학, 제조 및 건설

29

2.17

1.002

.186

농업(수의과학 포함)

6

2.00

.000

.000

보건 및 복지

3

2.33

.577

.333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947

주 : * p<.05, ** p<.01, *** p<.001

<표 Ⅲ-52>는 성별에 따라 대학교수가 각종 과업에 할애한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
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개의 과업에 걸쳐 성별에 따른 평균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Ⅲ-52> 대학교수가 교육, 연구 등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 성별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
연구, 각종 학술 활동 및
창작활동
봉사

전문가로서의 각종 활동

행정업무
이외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남성

144

4.96

1.457

.121

여성

26

5.04

1.685

.330

남성

144

5.20

1.700

.142

여성

26

5.00

1.811

.355

남성

143

2.46

1.221

.102

여성

26

2.19

1.327

.260

남성

144

2.53

1.240

.103

여성

25

2.28

1.308

.262

남성

143

2.93

1.559

.130

여성

26

3.04

1.661

.326

남성

142

2.33

1.122

.094

여성

24

2.21

1.215

.248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802

.583

.309

.362

.747

.625

주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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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3>은 대학교수가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에 있어 학사학위 티칭경험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주일동안 교육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티칭 경험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응답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연구 활동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5점을 나타내며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고 봉사활동과 전문가로서의 각종 활동
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2점 수준에 머물러 각 집단 비교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행정
업무에 관한 설문 조사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학사학위 과정을 가르친 경험이 ‘20년 이하’
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평균 3점으로 ‘6시간에서 10시간’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21년 이상’ 티
칭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는 평균 2.26점(‘1시간에서 5시간’에 해당하는 2점 구간에 속함) 으로 나타
나 티칭 경험이 대학교수보다 행정업무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정업
무에 대한 조사에서만 학사학위 티칭경험 간 평균 차이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이외의 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11년에서 20년’에 속하는 대학교수의 평균이 약간 높았
으나 모든 구간에서 응답 평균이 2점대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Ⅲ-53> 대학교수가 교육, 연구 등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 근무연한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

연구, 각종 학술 활동 및
창작활동

봉사

전문가로서의 각종 활동

행정업무

142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0년 이하

59

4.83

1.147

.149

11-20년

72

4.96

1.657

.195

21년 이상

39

5.21

1.625

.260

10년 이하

59

5.17

1.673

.218

11-20년

72

5.17

1.808

.213

21년 이상

39

5.18

1.636

.262

10년 이하

59

2.39

1.232

.160

11-20년

71

2.61

1.368

.162

21년 이상

39

2.13

.923

.148

10년 이하

58

2.43

1.201

.158

11-20년

72

2.67

1.424

.168

21년 이상

39

2.26

.910

.146

10년 이하

59

3.00

1.402

.183

11-20년

71

3.28

1.868

.222

21년 이상

39

2.26

.880

.141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476

.999

.150

.232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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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외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0년 이하

58

2.28

1.056

.139

11-20년

69

2.48

1.346

.162

21년 이상

39

2.08

.739

.118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200

주: * p<.05, ** p<.01, *** p<.001

<표 Ⅲ-54>는 각 과업의 주당 사용시간에 대해 대학 설립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육활동, 봉사
활동에서는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응답 평균값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고, 연구 및 각종 학
술 활동, 전문가로서의 활동, 행정업무, 이외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에 대한 문항에서는 국공립대
학이 사립대학보다 응답 평균값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활동을 제외하고 다른 과업
에 대해서는 각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54> 대학교수가 교육, 연구 등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 설립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
연구, 각종 학술 활동 및
창작활동
봉사

전문가로서의 각종 활동

행정업무

이외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국공립

84

4.70

1.487

.162

사립

86

5.23

1.453

.157

국공립

84

5.31

1.664

.182

사립

86

5.03

1.759

.190

국공립

83

2.40

1.158

.127

사립

86

2.44

1.316

.142

국공립

84

2.51

1.294

.141

사립

85

2.47

1.211

.131

국공립

83

3.11

1.781

.195

사립

86

2.79

1.329

.143

국공립

83

2.33

1.279

.140

사립

83

2.30

.972

.107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020*

.297

.817

.831

.192

.891

주: * p<.05, ** p<.01, *** p<.001

<표 Ⅲ-55>는 대학 소재지에 따라 대학교수가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였
다.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한 과업 5개에 대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수가 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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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 소재 대학교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구활동과 전문가로서의 각
종 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학 소재지에 따른 평균 응답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나타났다.
<표 Ⅲ-55> 대학교수가 교육, 연구 등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 소재지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
연구, 각종 학술 활동 및
창작활동
봉사

전문가로서의 각종 활동

행정업무
이외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수도권

99

5.15

1.541

.155

비수도권

71

4.72

1.385

.164

수도권

99

5.41

1.666

.167

비수도권

71

4.83

1.732

.206

수도권

99

2.52

1.431

.144

비수도권

70

2.29

.887

.106

수도권

98

2.66

1.392

.141

비수도권

71

2.25

.982

.116

수도권

99

2.92

1.543

.155

비수도권

70

2.99

1.620

.194

수도권

95

2.43

1.269

.130

비수도권

71

2.15

.905

.107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061

.028*

.201

.026*

.787

.103

주: * p<.05, ** p<.01, *** p<.001

<표 Ⅲ-56>은 대학교수가 각종 과업에 할애한 주당 사용시간에 있어 대학 규모별 차이를 분석하
였다. 교육, 봉사, 전문가 활동, 행정업무, 이외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중소규모 대학에
속한 교수가 대규모 대학에 속한 교수보다 평균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대규모 대학교수가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대학 규모에 따른 평균 응답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또한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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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6> 대학교수가 교육, 연구 등 각종 과업에 사용한 시간 규모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교육
연구, 각종 학술 활동 및
창작활동
봉사

전문가로서의 각종 활동

행정업무
이외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소규모

87

5.03

1.474

.158

대규모

83

4.90

1.511

.166

중소규모

87

4.99

1.735

.186

대규모

83

5.36

1.679

.184

중소규모

87

2.54

1.379

.148

대규모

82

2.29

1.060

.117

중소규모

87

2.60

1.280

.137

대규모

82

2.38

1.214

.134

중소규모

87

3.03

1.610

.173

대규모

82

2.85

1.533

.169

중소규모

86

2.37

1.228

.132

대규모

80

2.25

1.025

.115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568

.157

.194

.255

.456

.489

주: * p<.05, ** p<.01, *** p<.001

□ 대학생 학습활동에 대한 대학교수의 권장 시간
다음은 졸업반 학생들에게 각종 학습활동 투입하는 적정 시간에 대한 교수 의견 조사 결과이다.
수업준비, 대외활동 참여, 학위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경험에 사용하길 권장하는
시간은 과학 전공 교수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도록 권장하였고 학위과정과 무관한 분야에서 유
급으로 일하는 경험에 할애하기를 권장하는 주당 사용 시간은 교육 전공 교수가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체 4개의 학습활동 모두 전공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사 대상 전체 대학교수들은 전반적으로 수업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에 많
은 비중을 두기를 권하였으며 학위과정 무관 분야에서 일하는 경험에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시간은
‘5시간 이내’로 평균 2점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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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7> 대학교수가 권장하는 학습활동별 투입 시간 전공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수업준비

대외/과외 활동
참여

학위과정 관련
분야 근로 경험

학위과정 무관
분야 근로 경험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일반프로그램

15

4.53

1.846

.477

교육

21

4.76

1.841

.402

인문학 및 예술

40

4.78

1.833

.290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4.59

1.563

.276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5.50

1.472

.314

공학, 제조 및 건설

29

4.41

1.350

.251

농업(수의과학 포함)

6

3.67

2.066

.843

보건 및 복지

3

5.33

1.528

.882

일반프로그램

15

2.80

.941

.243

교육

21

2.57

.926

.202

인문학 및 예술

40

2.98

1.121

.177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3.13

1.238

.219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3.14

1.082

.231

공학, 제조 및 건설

29

2.76

1.215

.226

농업(수의과학 포함)

6

2.33

.516

.211

보건 및 복지

3

2.67

1.155

.667

일반프로그램

15

2.80

1.082

.279

교육

21

3.71

1.875

.409

인문학 및 예술

39

3.77

1.385

.222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3.09

1.532

.271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3.95

1.495

.319

공학, 제조 및 건설

28

3.61

1.750

.331

농업(수의과학 포함)

6

3.17

1.602

.654

보건 및 복지

3

3.33

2.309

1.333

일반프로그램

15

1.73

1.033

.267

교육

20

2.85

1.599

.357

인문학 및 예술

39

2.51

1.167

.187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2.22

1.338

.236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1

2.48

.928

.203

공학, 제조 및 건설

29

2.03

1.476

.274

농업(수의과학 포함)

6

1.83

.408

.167

보건 및 복지

3

2.00

.000

.000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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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alue)

.259

.469

.25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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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8>은 성별에 따라 대학교수가 권장하는 학습활동별 투입 시간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
한 결과이다. 연구조사활동 등 수업준비, 대외 활동 참여, 학위과정 유･무관 분야 근로 경험 각각의
활동에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시간은 모든 활동에서 여성 교수가 남성 교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
애하기를 권장하였으며 특히 학위과정 무관 분야 근로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응답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반면 다른 3개의 학습활동에
대해서는 평균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대외/과외 활동 참여에 대한 의견은 남성과 여성의 거의
유사한 응답을 나타내었다.
<표 Ⅲ-58> 대학교수가 권장하는 학습활동별 투입 시간 성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남성

144

4.72

1.696

.141

여성

26

4.85

1.666

.327

대외/과외 활동
참여

남성

144

2.90

1.108

.092

여성

26

3.00

1.166

.229

학위과정 관련
분야 근로 경험

남성

143

3.49

1.596

.133

여성

25

3.76

1.665

.333

학위과정 무관
분야 근로 경험

남성

143

2.24

1.294

.108

여성

24

2.88

1.541

.315

수업준비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717
.662
.438
.031*

주: * p<.05, ** p<.01, *** p<.001

<표 Ⅲ-59> 대학교수가 권장하는 학습활동별 투입 시간 근무연한별 차이 분석결과
구분

수업준비

대외/과외 활동
참여

학위과정 관련
분야 근로 경험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0년 이하

59

4.44

1.393

.181

11-20년

72

4.90

1.817

.214

21년 이상

39

4.87

1.824

.292

10년 이하

59

2.93

1.081

.141

11-20년

72

2.94

1.197

.141

21년 이상

39

2.82

1.023

.164

10년 이하

59

3.39

1.587

.207

11-20년

70

3.79

1.650

.197

21년 이상

39

3.28

1.521

.244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252

.844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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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위과정 무관
분야 근로 경험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10년 이하

59

2.39

1.554

.202

11-20년

70

2.31

1.234

.148

21년 이상

38

2.26

1.223

.198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897

주: * p<.05, ** p<.01, *** p<.001

□ 대학교수가 인식한 학업준비도가 낮은 학생 비율
<표 Ⅲ-60>은 대학 입학 시 학업준비 수준이 낮은 학생 비율에 대한 교수 설문 조사 결과이다.
개인 배경 변인인 전공, 성, 학사학위 티칭경험과 대학 배경 변인인 대학 설립, 소재지, 규모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공별로는 공학, 제조 및 건설 전공 대학교수가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
었고 농업과 의료보건전공 교수는 가장 낮은 응답 결과를 나타내 학업 준비도가 낮은 학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아 전공에 따른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Ⅲ-60> 대학교수가 인식한 학업준비도가 낮은 학생 비율 차이 분석 결과
구분

학업준비도가 낮은
학생

148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일반프로그램

15

2.20

.561

.145

교육

21

2.14

.655

.143

인문학 및 예술

40

2.30

.823

.130

사회과학, 경영 및 법률

32

2.31

.738

.130

과학(수학과 컴퓨터 포함)

22

2.18

.958

.204

공학, 제조 및 건설

29

2.59

.983

.182

농업(수의과학 포함)

6

1.67

.816

.333

보건 및 복지

3

1.67

.577

.333

남성

144

2.24

.760

.063

여성

26

2.38

1.134

.222

10년 이하

59

2.17

.854

.111

11-20년

72

2.24

.813

.096

21년 이상

39

2.46

.790

.126

국공립

84

2.45

.856

.093

사립

86

2.08

.755

.081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182

.422

.21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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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수도권

99

2.10

.776

.078

비수도권

71

2.49

.843

.100

중소규모

87

2.05

.680

.073

대규모

83

2.49

.902

.099

차이 검증 결과
(p value)
.002**
.000***

주: * p<.05, ** p<.01, *** p<.001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 교수가 남성 교수보다 학업 준비도가 낮은 학생이 더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학사학위 과정을 가르친 경험에 따라서 경력이
많은 교수일수록 학업 준비도가 낮은 학생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집단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대학 배경 변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설립, 소재지, 규모에 따라서 응답 평균
이 차이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크다고 나타났다. 사립대학 소속 교수보다 국공립대학
소속 교수가, 수도권 대학교수보다 비수도권 대학교수가, 중소규모 대학보다 대규모에 소속된 교수
가 학업준비 수준이 매우 낮은 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 대학교수의 활동, 인식 조사 결과 요약
∙ 대학교육 설문조사에 나타난 대학의 강조점을 살펴보면, 교육과 연구를 유사한 정도로 중요하
게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교육의 수월성과 연구의 수월성을 상당히 장려한
다 또는 매우 장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2.7%와 75.6%였다. 반면 동료 교수와의 협업
을 통해 교육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약간 또는 상당히 노력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교수가 가르치는 능력 제고를 위해 힘쓰는 정도는 높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 문항에 대한 성별, 전공별, 근무연한별, 대학 구조적 특성별 그룹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의 강조점 문항에서는 성별 차이는 없었다. 연구 강조의 측면에서는 경력이 높을수
록 대학이 해당 기능을 강조한다고 응답하였다.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자교가 교육 기
능을 강조하고, 교수의 교육능력향상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비수도권 대학
보다 수도권 대학 교수가 대학 당국이 교육 및 연구에 강조점을 둔다는 진술문에 더 긍정적으
로 응답하였으며, 동료 교수의 교육능력향상 노력에서도 더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중
소규모 대학교수는 대규모 대학교수보다 대학의 교육 강조에 더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 대학교수가 교육, 연구활동, 봉사활동, 전문 활동, 행정업무, 기타 활동에 할애한 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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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교육과 연구활동에는 주당 11시간에서 20시간을 할애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
며 이외의 봉사, 전문가 활동, 행정,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주당 1시간에서 5시간을 사용한다
고 응답해 교육, 연구를 하는 시간보다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교수가 각종 과업에 사용하는 시간의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근
무 연한, 대학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근무연한이 적을수록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시간
이 많았다. 사립대학 교수들은 국공립대학 교수보다 교육과 봉사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
을 할애하였다. 비수도권 대학 소속 교수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교수가 연구와 전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교수가 보기에 학업준비도가 낮다고 생각한 학생의 비율을 조사
한 결과, 전체 학생의 25%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다수였으나 25%에서 40%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18%여서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업준비도가 낮은 학생의 비율
에 대한 교수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배경이 다른 그룹 교수 간에 의견 차이는 없었
으나, 소속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교수 응답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사립보다 국공립대학, 수
도권보다 비수도권, 중소규모 대학보다 대규모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학업준비가 부족한 학생
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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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HELO 본사업 추진 방향 탐색을
위한 국내외 동향 분석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의 주요 의의는 AHELO 본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과 참여 결
정 시 본사업 추진 방향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4장에서는 AHELO 추진 방향 탐색
차원에서 좁게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넓게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그 사점을 제시하였다.
4장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 고
등교육 특성 및 체제를 가진 총 17개 참여국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1절27)에서는 17개 참여국이 세
계 최초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참여로부터 파악한 문제점과 성과, 특기할만한 경험 등은 무엇
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7개 참여국의 평가 결과 종합분석은 평가참여 기반조성, 평가설계,
평가실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특히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와 국
가 차원의 대학개혁 정책 또는 대학평가 체제와의 연계, 정부 및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 체제
개선 등과 관련하여 참여국 내 동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종합분석에 활용한 정보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참여국 국가사업책임자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종료 후 OECD 사업본부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이다28). 다른 하나는 본 연구의 연구진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와 관련한 국제회의에 참여하면서 파악한 정보이다. 이들 두 가지 자료를 토대로 17
개 참여국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경험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절에서는 17개 참여국 중 일본과 호주의 학습성과 평가 추진 사례 및 배경을 상세하게 분석하
였다. 이들 국가는 본 평가를 이끌 핵심 평가영역으로 부상한 공학 참여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
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와 일본공학교육인증원, 국가교육연
구소(NIER)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국제적인 전공 분야 평가 틀로서 주목
받고 있는 튜닝(Tuning)을 대학에 확산하는 등 시사하는 바가 있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AHELO 평가사업자의 리더기관인 ACER가 주재한 호주는 AHELO 참여 경험과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체제 개혁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동향을 추적하였다. 특히 공학 참여국인 호주가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는 점, 대학 책무성과 연계한 성과평가에 관심을 두고
27) 1절의 구성 항목 중 특히 문제점, 성과, 본평가를 위한 제언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28) 각 참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은 OECD(2013a)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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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호주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호주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일
반핵심능력 영역 평가에 대한 정보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의 기술적인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 당국이 AHELO 본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만약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추진 방향을
설정할 때,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해 국내 대학 관계자들의 요구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다.
3절에서는 고등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참여대학 관계자, 공학교육인증 관계자, 고등교육 전문가 등 총 41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동 요구조사에서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혹은 AHELO 평가의 필요성과 참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가치, 평가목적 설정 방향, 평가영역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설계와 관련한 결정 사
항, 참여대학 선정과 동기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AHELO 본 평가 추
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전략을 도출하였다.
4절은 국내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례를 분석 결과를 담고 있
다. 성균관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단위 대학이 추진 중인 학습성과 평가의 목적, 추진 배경, 평가
내용 및 평가방법,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17개 참여국의 평가결과 종합분석
가. 참여 목적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한 17개 국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에 참여했을까? 먼저 모든
참여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참여목적은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실증적･과학적･국제적 차
원의 데이터 확보이다. 특히 자국 학생들의 역량을 다른 나라 학생들의 역량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벤치마크 정보 확보에 모든 참여국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동 참여목적은
AHELO와 같은 직접적 학습성과 평가를 처음 접한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오랫동안 다양한 학
습성과 평가를 추진 중인 나라가 모두 언급하였다. 대학의 ‘교육’ 문제가 정책적으로 부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성과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
한 모든 참여국이 공유한 도전과제였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출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노하우 획득과 이를 활용한 교육과정, 교수법, 교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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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제고 역시 다수의 참여국 대표가 언급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목적이었다. 각 참여국
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역사나, 정책적 활용도, 평가기법에 대한 노하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참여국이 AHELO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평가 틀의 설계,
수행과제 중심의 서술형과 선택형 평가도구를 결합한 평가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자국의 학습성과 평가 체제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AHELO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학습성과 평가도구를 개발했다고 보고하였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목적으로 참여국이 언급한 내용 중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정부 차원
의 대학교육 질 제고 정책, 또는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의 개혁을 이끌 한 축으로 고등교육 학습성
과 평가를 구상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차원에서 AHELO에 참여한 국가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AHELO와 같은 학습성과 평가와 질 보장 체제의 연계가 정책 연구자들의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정부 정책 논의에서 구체화된 경우도 있는 등 국가별 차이가 크
다. 분명한 것은 대다수 참여국이 AHELO와 같은 학습성과 평가가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에 큰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AHELO 참여목적과 관련하여 쟁점 사항 중 하나가 대학의 책무성과 대학의 질 개선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AHELO 평가결과를 활용하겠는가에 관한 사항이다29). 이에 관한 참여국의 입장
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증적･과학적･국제적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결
과 확보하고 이를 특히 대학 차원에서 교육목표와 내용의 설계, 교수-학습 방법 개선 노력과 연계
하겠다는 데는 전체 참여국이 의견을 함께 하였다. 하지만, 대학 책무성에 대한 강조 수준에 대해서
는 참여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이탈리아와 쿠웨이트는 대학 순위 산출을 포함하여 강한 수준의 책
무성 지향적 평가결과의 활용을 언급했다. 이외에 일부 국가가 대내적으로 AHELO를 책무성 목적
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대다수 참여국은 강한 수준의 책무성 목적의 평가 활
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동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AHELO 실행가능
성 평가가 마무리되었으나, 상당수 참여국이 공식적인 대학 순위 산출에 우려를 표명한 점을 고려
할 때, 사업주관 기관이 OECD가 대학 순위 산출 등 강한 수준의 대학 책무성 제고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을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9)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정윤 외(2012) 5장 1절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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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체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국제수준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기관수준의 다양한 추진 체제의 협
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참여국의 추진체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참여국은 OECD의 가이드라인
에 따라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인 국가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사업책임자(NPM), 참여대학 담당자(IC),
시험 감독자(TA), 책임 채점자(Leader Scorer) 및 채점단(Scorers) 등을 임명하였다. 대부분의 국
가센터는 교육 당국(교육부)과 연계하여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실행하였다.
참여국의 추진체제 중 눈에 띄는 점은 참여국별로 AHELO 테스트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주안점을
둔 추가적인 조직 구성이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중앙교육심의회 산하의 AHELO 워킹그룹을 조직
하였다. 이는 일본이 AHELO에 정책적인 무게중심을 크게 두고 본 실행가능성 평가를 진행하였음
을 의미한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산하의 AHELO 워킹그룹의 배경 정보 및 주요 역할은 다음 절에
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쿠웨이트의 경우 수행과제의 번역 및 문화 번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해 기술 자문위원회(임시)를 구성하였다. 동 자문위원회는 국가사업책임자, 참여대학 담당자 및 관
계자, 번역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번역 전문가는 번역 과정의 8단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차
례 동안 수행과제 번역 워크숍 및 미팅을 개최하였다. 또한 기술 자문위원회는 번역된 평가도구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 테스트(pilot)를 실시하였다.
재정지원 부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국가차원에서 OECD 분담금을 부담하고 각 참여대학
차원에서 AHELO 참여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캐나
다, 네덜란드, 미국 등이 있다. 한편, 호주, 이집트,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은 국가차원에서 참여대
학이 AHELO 참여에 드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였다. 이집트 및 슬로바키아의 경우 참여
대학팀(담당자, 시험감독, IT 기술자) 인센티브에 할당된 예산을 승인하는 등 AHELO 테스트 실행
에 필요한 시설과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재정지원이 높은 경우는 AHELO에 국가수준의 정책
적인 중점을 크게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미국 내 존재하는 고등교육 기관 체제
의 다양성에 따라 재정지원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참여국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AHELO 국
가 사업담당자는 11개의 참여대학이(주로 지방에 위치한 교육 중심 대학) 50개 주에 걸쳐 있는 약
4,500개의 대학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 힘들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은 각각의 참여대학이 개별의
관심(self-interest)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에 주목하며 최소한의 재정지원만을 제공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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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참여국의 국가센터 및 교육당국
참여국

국가 센터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 구성)

아부다비

National Center: Abu Dhabi Education
Council(ADEC)

교육 당국(교육부)와의 연계

호주

-

• AHELO 사업 1단계: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 AHELO 사업 2단계: Department of Innovation,
Industry, Research and Tertiary Education

벨기에

-

The Ministry of Education

캐나다

Higher Education Quality Council of The Ministry of Train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Ontario (HEQCO)
(Ontario)

콜롬비아

ICFES:
Colombian
Institute
Educational Evaluation.

이집트

AHELO-EGYPT National Centre

핀란드
국가사업센터 운영

일본

National Institute
research (NIER)

한국

Korea
Educational
Institute(KEDI)

멕시코

-

-

이탈리아

쿠웨이트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Educational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MEXT)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Standing Committee

-

3개 대학의 리더자 및 교육 당국의 지원 The Secretaria de Educacion

네덜란드

-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노르웨이

-

The Ministry of Education

러시아

-

-

슬로바키아

-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Sport

미국

State Higher Education
Officers(SHEEO)

Executive

-

출처: OECD(2013a)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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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 참여율 및 대학의 관심 수준
AHELO에 대한 고등교육이해관계자의 높은 관심도는 AHELO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참여율과 AHELO에 보인 대학의 관심도를 알아봄으로써 AHELO에 대
한 국제 수준의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대부분 참여대학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학생 및 교수 참여율은 참여국마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평가 영역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먼저 평가영역별 학생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반핵심능력 영역 보다 전공영역의 참여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영역의 평균 학생 참여율이 약 65%인데 반해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균 학생 참여율은 2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핵심능력 영역과 전공영역에 모두 참여한 국가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공영역의 학생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참여율도
마찬가지로 전공영역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국간의 학생 참여율을 살펴보면 3.3%부터 95.5%까지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9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달성한 국가는 이집트(일반핵심능력 영역), 콜롬비아(일반핵심능력 및
전공), 아부다비(전공 영역), 러시아(전공 영역)등이다. 참여율이 높았던 국가 중 콜롬비아는 자국
내 대학생 졸업 시험과 AHELO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콜롬비아의 경우 대학 졸업 인증시험인
SABER PRO의 일환으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95%-98%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을 달성하였다. 이와 비슷한 예로 벨기에에서 두 개의 참여대학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테스
트를 진행하였는데 AHELO 테스트를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학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한 대
학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밖에 유의미한 데이터 결과 분석을 위해 OECD에서 제시한 참여율
기준 75%에 충족하는 나라는 아부다비,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러시아, 슬로바키아(공학영역)
등이다. 반면 근소한 차이로 75%를 달성하지 못한 참여국은 일본(65.4%), 캐나다(58%), 한국
(51.9%), 슬로바키아(일반핵심능력: 57.4%), 캐나다(58%) 등이다. 국가센터 및 참여대학 차원의 다
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학생 참여율을 나타낸 국가는 미국, 쿠웨이트, 호주, 벨기에, 핀란
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다. 또한 참여국별 교수 참여율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학생 참여율이
더 높은 참여국은 한국, 아부다비, 러시아 등이고 반면 교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난 국가는 핀란
드,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이 있다. 학생 참여율과 교수 참여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참여국은 슬
로바키아 및 이집트가 있다.
참여학생 및 참여교수 표집방법에 따른 참여율을 살펴보면 무선표집 방법 보다 전수조사를 실시
한 참여국의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OECD AHELO 사업 본부는 참여자 선정에 있어 무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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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전공 영역의 경우 해당 전공의 모집단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참여대학은
전수조사로 참여대상을 모집하도록 허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낮은 참여율을 우려한 일부 참여국은
ACER의 승인 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표집방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 한 점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달성한 이집트의 ‘샘플링 전략’ 수립이다. AHELO 샘플링 매뉴얼을 토대로 한 동 샘
플링 전략은 AHELO 표집 평가 사업자인 Statistics Canada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집트 샘플링 전’은 참여 대상자별로 층화된 다른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OECD, 2013a, p.75).
• 참여대학: 학과 수 및 IT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
• 참여학생: 성별, 고등학교 졸업, 마지막 학기의 성적
• 참여교수: 성별 및 직위
이밖에 아부다비 및 일본 등 전수조사 방법을 실시한 참여국은 모두 75% 이상 또는 가까운 참여
율을 보였다. 반면, 무선표집을 실시하여 75%의 참여율을 달성한 참여국은 멕시코 및 슬로바키아
등이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대한 대학의 관심도는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부다비의
경우는 공학과정 학위를 제공하는 3개의 대학이 모두 참여하였다. 비슷한 예로 이탈리아에서는 경
제학 대학과정을 제공하는 전체 52개의 대학 중 32대학이 참여 신청을 하였고 그 중 10개 대학이
참여 승인을 받았다. 캐나다 및 미국에서도 비참여대학의 관심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캐나
다의 경우, 온타리오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한 유일한 지역이지만, 다른 주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부의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를 통해서 AHELO 실행 과
정을 공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밖에 핀란드 및 멕시코 등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주요 성
과 중 하나로 AHELO에 대한 고등교육 기관의 관심도 확인을 꼽았다. 대부분의 참여국은 참여대학
의 국공립 및 사립 형태, 재정 형태, 위치 등에 있어 고등교육 체재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참여국은 아부다비, 호주, 캐나다(온타리오 주), 이집트, 일본, 한국, 멕시코, 네
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등이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슬로바키아, 러시아는 참여국 내 존재하는
고등교육의 다양성으로 인해 참여대학이 참여국의 고등교육 체재의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고 답변하
였다. 아래 표는 참여국 별 학생 및 교수 참여율과 참여대학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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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참여국별 학생 및 교수 참여율, 참여대학 수
참여국
(평가영역)

표집방법

학생 참여율

교수 참여율

참여대학 수

아부다비
(전공 - 공학)

전수조사

90%

73%

3

호주
(전공 - 공학)

무선 표집

187명의
데이터 취합

87명의
데이터 취합

8

벨기에
(전공 - 경제학)

전수조사

328명 참여

50명 참여

2

캐나다
(전공 - 공학)

무선 표집

58%

72%

9

콜롬비아
(일반핵심능력, 전공-공학)

무선 표집,
전수조사

일반핵심능력: 95%
공학: 98%(median)

N/A

36

이집트
(일반핵심능력, 전공-공학
및 경제학)

-

일반핵심능력:95.5%
공학: 110%
경제학: 75%

일반핵심능력:91.9%
공학: 93.4%
경제학: 66%

19

핀란드
(일반핵심능력)

무선 표집

13.8%

58%

12

이탈리아
(전공-경제학)

-

1,000명 이상

N/A

10

일본
(전공 - 공학)

전수조사

65.4%

196명

12

한국
(일반핵심능력)

무선표집

51.9%

47.2%

9

쿠웨이트
(일반핵심능력))

무선표집

30%

N/A

6

멕시코
(일반핵심능력, 전공-공학
및 경제학)

무선표집

일반핵심능력:75%
공학: 82%
경제학: 80%

일반핵심능력: 400명
공학: 366명
경제학: 217명

일반핵심능력:13
공학: 10
경제학: 10

네덜란드
(전공-경제학)

-

3.3%

28.4%

5

노르웨이
(일반핵심능력)

무선표집

7.7%

N/A

5

공학: 92%
경제학: 82%

공학:52%
경제학: 49%

공학 및
경제학: 3
공학: 7
경제학: 16

러시아
(전공-공학 및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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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평가영역)

표집방법

학생 참여율

교수 참여율

참여대학 수

슬로바키아
(일반핵심능력, 전공-공학
및 경제학)

무선 표집

일반핵심능력: 57.4%
공학:64.9%
경제학: 73.1%

일반핵심능력:66.5%
공학: 75%
경제학: 53.2%

일반핵심능력:16
공학: 3
경제학: 8

미국
(일반핵심능력)

무선 표집

30%

60%

11

출처: OECD(2013a)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라. 평가도구의 적합성
평가도구의 적합성은 AHELO 본사업 추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 이번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평가도구의 적합성에 대한 정보는 1) 평
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2) 학생설문조사에 포함된 2개의 평가도구 적합성 관련 문항
조사 결과, 3) 17개 참여국 대표가 학생･교수 등 평가참여자들로부터 확보한 평가도구에 대한 의견
등이 있다. 평가도구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정량적 자료 이외에 평가참여자의 피드백과 같은 정
성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2장 5절에 기술하였기에, 평가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학
생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도구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사학위 프로그램와
의 관련성, 평가도구와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의 관련성 등 2개 문항을 통해 학생이 인지한
평가도구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5간 척도의 문항별 응답 분석 결과, 일반핵심능력 평가
참여학생은 평가도구와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의 관련성은 3점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학위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은 이보다 낮은 2.6점 정도로 조사되었다. 전공 영역 평가도구에 관한 응
답 결과에서는 평가도구와 학위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이 보통을 상회하는 3.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가도구와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의 관련성은 이보다 다소 낮은 3.1점(공학), 2.9점(경제
학) 정도로 조사되었다.
한편, 17개 참여국의 국별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가도구에 대한 참여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7개 참여국 중 11개국이 평가도구에 대한 학생 피드백을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평가도구에
대한 학생 피드백은 대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아부다비, 쿠웨
이트, 벨기에,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보고한 부정적인 학생 반응은 주로 시험시간 부족이나 시
험 일정 부적절, 수행평가 형식에 대한 낯섦, 평가 내용과 교육과정의 제한적 연계성 등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완전한 분석 이전이라 잠정적이기 하지만 경제학 분야 시험문항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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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보다는 지식 기반적인 측면이 강했으며 경제학 평가 틀에 포함된 범위의 학습성과를 완전히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OECD, 2013a, p.125).
부정적 반응과 더불어 적지 않은 참여국이 평가도구에 대한 긍정적인 학생 반응을 보고하였다.
긍정적인 학생 피드백은 주로 수행과제라는 평가도구에 대한 관심과 전통적인 평가도구와 차별화된
고차원적 사고력을 자극하는 기능에 집중되고 있다. 아부다비, 호주, 캐나다, 벨기에, 이집트, 일본,
한국, 노르웨이 등이 평가도구에 대한 긍정적인 학생 피드백을 보고하였다.
일부 국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학생 반응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 학생을 시
험에 참여시키는 것은 어려웠으나 시험에 참여한 학생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
다. 시험 후 이어진 참여학생 면담에서 시험내용이 졸업 후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과업과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의 연계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극을 주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상당수 참여학생
들은 시험내용이 쉽지 않았지만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학부과정 동안 배웠지만 잊고 있었던 기본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고 논평하였다 수행과제라는 시험 유형에 대
해서도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사고력 활동을 요구하기에 매우 독특
한 경험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OECD, 2013a, p.51).
이집트 역시 평가도구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을 보고하였는데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수행과제식 평가는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방식이었으며, 유사한 테스트에서 보다 많은 훈
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수행과제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여겨질 정도였으며 시험에 몰입
하게 하는 등 매우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일반핵심능력 평가 참여학생). 선택형 시험문제가 매우
흥미로웠다. 우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평가가 이러한 방향으로 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공학 분야 참여 학생)(OECD, 2013a, p.76).
평가도구 번역 검토나 채점 과정에 참여한 교수가 제공한 피드백은 평가도구에 대한 참여자 반응
중 특히 주목할 만하다. 공학 분야 참여국인 일본, 호주, 캐나다, 세 개 평가 영역에 모두 참여한 이
집트, 쿠웨이트에서 참여교수의 긍정적 피드백을 보고하였다. 예컨대, 캐나다 대표단은 상당수 참
여대학 교수가 아헬로 프로젝트를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원하였으며 이
는 이들이 학생들의 능력을 알고 싶어 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채점에 참여한 교수들
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사용된 시험이 “전공 지식 내용” 그 이상의 어떤 것, 즉 지식의 적
용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를 그간 하지 않았
다는 사실과 향후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OECD, 2013a, p.76). 공학 분야 평가도구 개발에 큰 의욕을 보인 일본 참여교수진 역시 이번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사용된 평가도구의 혁신성과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집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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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도 평가도구의 장점에 대한 참여교수의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30).
평가도구에 대한 참여자 피드백을 종합해 보면, 학생의 경우 평가소요시간이나 실행 시기의 부적
절성, 시험형태나 시험내용의 낯섦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으나, AHELO 평가도구의 혁신성과 평
가 방향에 적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특히 선택형 문항보다는 수행과제 형식의
서술형 문항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참여국 국가보고서에 찾아볼 수 있는 평가도구에 대학교수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평가도구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혁신적인 면을 보여주었으며, 현행 교육과
정의 틀과 내용, 교수-학습 방식, 평가 기법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고되었
다. 또한 이러한 도구를 활용한 평가가 교수-학습 개선을 목적으로 한 논의 및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될 때, 교수-학습 개선의 기폭제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마. 평가결과(데이터) 분석 및 활용
OECD는 2012년도 12월과 2013년도 5월에 거쳐 참여국으로 총 97개의 참여대학, 10,657명의 참
여학생, 2,334명의 참여교수의 평가결과 데이터를 배포하였다. 참여국 국가센터는 참여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구(서술형 및 선택형)별 점수, 배경요인 설문조사 결과, 참여국별 국가리포트 등을 전달
받았다. 참여국의 결과 분석은 필요와 상황에 맞춰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 참여국은 데이터 결과에 대한 참여국간･참여대학간의 추가적인 비교분석을 희망하였다. 예컨대
캐나다의 참여대학은 AHELO 결과를 정확하게 맥락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참여국간의 분석
(jurisdictional analysis)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공학영역의 모든 측면을 비교적인 관점에
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어필하였다. 이에 캐나다 국가사업팀은 다른 참여국과 상호
합의하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비교 분석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외에 국가센터
및 참여대학 차원의 추가 분석 및 움직임이 예상되는 참여국은 일본, 핀란드, 멕시코 등이다. 이들
참여국은 참여대학과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해 공유하고 국가센터
및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과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주요 결과 및 추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참여국은 아부다비,
쿠웨이트, 러시아 등이다. 아부다비는 향후 교수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AHELO의 여러 이

30) 평가도구에 대한 이집트 대학교수의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평가도구가 매우 환상적이었다. 우리의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 방식을 개선하
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학과 공학 분야 테스트 도구의 경우 단지 지식을 외우고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행과제식 평가도구는 축적된 분석 능력과 사고력을 논리적이며 도전적 방식으로 테스트하고 있었다”(OECD,
2013a,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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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함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데이터 결과는 정책결정자에게 현재까지 진행된 투입 및 과정 평가가
대학교육 질 제고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으며 현재 sector차원에서 AHELO와 유사한 성격
을 갖지만 더 다양한 영역/범위를 아우르는 평가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부다비 국가센터는 현재 대학교육 개혁이 갖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참여학생의
배경적인 정보에 대한 추가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대학은 평가도구가 대학의 국제적 역량과
위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 제공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쿠웨이트의 경우, 특정
국가의 대학이 광범위한 국제 차원에서 다른 대학과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에
서는 이러한 비교평가가 질 관리 및 책임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교수법
및 교육과정과 관련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OECD, 2013a, p.109). 또한
러시아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국가 졸업시험(2012년도에 시작된 국가 파일럿 프로젝트) 실
행에 활용하였는데 “2013년-2022년 교육 개발”의 국가 프로그램에 AHELO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포함된다고 보고하였다. 프로젝트 접근법과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방법론은 학사 교육프로
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적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3a, p.137)
그러나 참여국별 국가리포트 작성 시점에 OECD에서 배포한 결과로는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벨기에는 전달된 데이터 및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비교는 가능하지만 한 전공(예,
응용경제학, 경영학)안에서 다른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더불어
이집트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국제 순위(representative scores) 가 아닌 평가도구의 타당
성과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평가 설계(design of the assessment) 및 높은 학
생 참여율은 추가분석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집트 AHELO 국가센터는 참여대학으
로 하여금 비슷한 규모의 대학 간의 벤치마크 및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
획이라고 보고하였다. 네덜란드와 같이 저조한 참여율이 나타난 참여국은 낮은 참여율로 인해 결과
분석이 어렵고 결과가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이는
저조한 참여율이 평가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진행의 특이 사항
대규모 국제평가로 이루어진 본 실행가능성 평가는 참여국별 내부적인 상황 및 필요에 따라 과정
상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참여국 국가보고서에 보고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준비 및 실행과정의 참여국별 특이사항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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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제 평가의 특성답게 참여국간의 국가센터 또는 국가 수준의 협력이 돋보였다. 아부다비는
다른 참여국과의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테스트 실행 전 발생 가능한 문제점 점검을 위해 이집
트의 테스트 세션을 참관하였다. 이는 실제로 아부다비의 테스트 세션 준비 및 효율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경우로 호주는 채점 관련하여 국제 비교의 실행가능성을 알아
보기 위해 호주의 책임 채점자가 다른 참여국의 번역된 추가 답안 채점을 실행하고 캐나다와 일부
교차채점을 진행하였다. 또한 같은 전공 영역에 참여한 호주와 캐나다는 각각 참여국의 전공영역
전문가들과 회의 및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였다. 호주 국가사업팀은 이러한 참여국간이 협업이 국제
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참여대학간의 협업은 추후 공학
분야/영역의 협업을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AHELO 평가 실행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전술한바와 같이 콜롬비아는 국가 졸업인증인
Sabro Pro의 일환으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높은 학생 참여율을
달성하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시험(SABER PRO)와 AHELO 연계성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라
는 도전과제를 수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국가 수준의 분석을 위한 추가적 배경요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AHELO 평가도구(참여학생 및 참여교수 배경요인 설문조사)를 국내 평가 도구
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홍보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참여국은 이집트, 멕시코,
러시아 등이다. 이집트는 미디어 회견, 홍보책자 발행, 세미나 및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고등교육부 장관, 대학 총장 및 부총장, 학과장, 교수 및 학생 대표자 등 다양한 수준의 참여자
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AHELO에 대한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의미한다. 이밖에
멕시코 및 러시아 등은 국가 센터에서 AHELO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AHELO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등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사. 주요 문제점
참여국별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17개의 참여국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다양한 수준에
서 복합적인 문제점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국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
기반(평가 참여), 평가 설계, 평가 실행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 평가 실행상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단계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기반(평가 참여) 측면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AHELO라는 새로운 평가의 인식 차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호주는 호주 고등교육내 데이터(산출)가 아닌 과정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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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벨기에 또한 AHELO가 기존의 평
가와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설득하는 과정을 주요 문제점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평가 설계와 관련하여 평가도구의 적합성 및 평가도구의 번역 및 문화 번안 작업이 주요 문
제점으로 드러났다. 먼저 참여국내에 존재하는 고등교육 체재의 다양성으로 인해 평가도구의 적용
이 어려웠다는 일부 참여국의 의견이 있었다. 예컨대 네덜란드는 경제학 영역 평가를 네덜란드 대
학의 경제학 교과과정 및 대학 시스템(Dutch binary system)에 조정/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
다고 보고하였다. 비슷한 경우로 러시아는 고등교육 기관별 교과과정의 차이점으로 인해 추가 비교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밖에 미국 및 슬로바키아에서도 참여국내 존재하는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인지하며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도구의 적용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
타났다. 평가도구의 번역 및 문화 번안 작업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일본, 쿠웨이트, 노르웨이, 슬로
바키아 등과 같은 일부 참여국에서는 평가도구 및 채점 루브릭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문
제점으로 꼽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은 어색한 표현 및 전문 용어의 미묘한 차이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추후 실질적인 대응번역(Substantive equivalence in translation)을 위해서는 번역
과정에서의 유연성과 번역(언어) 전문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쿠웨이트 및
노르웨이 등은 미국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한 시험 문항들은 비미국식 학생의 사고와 글
쓰기를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고하였다. 기타 평가도구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러시
아는 이론적 과제 부여, 제한된 과제 층, 부정행위의 높은 가능성 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평가 실행 측면에서는 대학, 학생 및 교수 참여 독려작업
및 낮은 참여율, 촉박한 일정 등이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부분의 참여국은 OECD
에서 제시한 75%의 참여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저조한 학생 및 교수 참여율을 기록하며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참여대학 및 국가 센터 수준에서 인센티브 지급 및
참여 확인 발급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였지만 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높은 참여율을 달성한 국가들도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학생 및 교수 참여 독려 작업을 꼽았다. 낮
은 참여율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참여국은 테스트 실행시기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 참여국은 졸업
을 앞둔 대학생 4학년이 대상인 실행가능성 평가가 학생들의 취업 준비, 논문 작성, 인턴 및 프로젝
트 참여로 인해 시기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교수 참여 독려와 관련하여 일본
은 교수자의 본업인 교수와 연구이외에 교수자들의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에 대한 분명한 명분과
AHELO 참여로 얻을 수 있는 피드백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AHELO
본사업 실행시 참여국의 학기 일정을 고려하여 테스트 시기를 설정하고 AHELO 참여로 얻을 수 있
는 이익(benefit)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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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원인으로 대학 또는 참여국의 문화적인 요소를 들 수 있다. 예컨대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의 대학생의 경우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독려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르웨이 국가 사업팀은 일부 다른 참여국 학생이 AHELO 실행가능
성 평가와 같은 국제 평가 참여를 의무 또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반면 노르웨이 학생은 그렇지 않다
고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비슷한 경우로 캐나다 및 이탈리아 대표팀은 학기 중 학생이 비교과활동
으로 표준화된 평가를 치르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보고하였다.
낮은 학생 참여율은 곧 테스트 결과분석에 있어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낮은 참여율로 인한 제한된 데이터 분석만이 가능하고 참여대학간- 참여집단간 비교 분석을 위한
견고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쿠웨이트는 학생들이 학점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
어졌을 때에 추가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학생이
테스트 및 평가에 최선을 다하는지, 이러한 평가결과는 참여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촉박한 일정 또한 많은 참여국이 지적한 문제점이었다. 미국은 2011년 12월 중순 전까지 국제평
가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의 최종본을 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촉박한 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
기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참여학생 로그인 코드 전달 지체로 인해 처음으로 학생 테스트 현장 평
가를 실행한 대학에서 일주일간의 테스트 세션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참여자 일부의 데이터를 손실로 이어져 촉박한 일정의 문제점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기타 문제점으로는 학생 개인 데이터 취합 및 데이터 분석, 예산 확보, 실행가능성 평가의 시범적
특성으로 인한 잦은 조정, 채점 질 제고, 결과(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한 등이 있었다.
<표 Ⅳ-3> 참여국의 주요 문제점
참여국

내용

아부다비

∙ 촉박한 일정
∙ 기술･운영상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수 진행 및 2년간 진행된 작업과의 조정
∙ 학생 독려 작업

호주

∙ 학생참여 독려 작업
∙ 대표표본(representative sample) 확보
∙ 데이터가 아닌 과정을 강조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인식 부족

벨기에

∙ 학생참여 독려 작업
∙ AHELO와 기존 평가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대학참여 독려 작업

캐나다

∙ 학생참여 독려 작업
∙ 학생 데이터와 데이터 대표성에 대한 이슈
∙ 테스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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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내용

콜롬비아

∙ 촉발한 일정
∙ SABER PRO와 AHELO 연계성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이집트

∙ 참여대학 및 운영위원 등에서 잦은 변동사항 발생
∙ 학생(80,000-250,000명)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핀란드

∙ 불안정한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지원
∙ 저조한 학생 참여율
∙ 촉박한 일정 내 평가실행

이탈리아

∙ 국제 및 국내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간집약적 활동
∙ 실행가능성 평가의 실험적 특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절차 조정
∙ 이탈리아 학생의 표준화된 테스트에 대한 익숙함 부족

일본

∙ 교수참여 독려 작업
∙ 장기 프로젝트의 모멤텀 유지
∙ 평가도구 번역

한국

∙ 국가 및 참여대학 수준의 예산확보
∙ 무작위 표집 학생에 대한 참여율 확보
∙ 채점 질 관리

쿠웨이트

∙ 수행과제의 번역 및 문화 번안
∙ 학생 참여 독려 작업
∙ 온라인 시스템상의 문제 발생

멕시코

∙ 학습능력 평가(특히, 서술형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참여 독려
∙ AHELO 실행가능성 평가결과의 오용에 대한 우려

네덜란드

∙ 대학과 학생 참여 독려
∙ 촉박한 일정 내 평가진행 및 시기상의 문제점
∙ 경제학 영역 평가를 네덜란드 대학의 경제학 교과과정 및 대학 시스템(Dutch binary
system)에 따라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나타남*.

노르웨이

∙ 학생참여율(참여율저조)
∙ 높은 행정력 동원
∙ 평가시기(논문 및 프로젝트 참여기간)

러시아

∙ 테스트 과제의 특성: 이론적 과제 부여, 제한된 과제 층, 부정 행위의 높은 가능성
∙ 교수 및 학생 개인데이터 취합에 따른 법적 및 실행상의 문제점
∙ 고등교육 기관별 교과과정의 차이점 및 추가 비교분석에 대한 어려움

슬로바키아

∙
∙
∙
∙

미국

∙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 존재
∙ 대립되는 기관 수준의 참여 목적 및 우선 과제에 대한 문제 해결
∙ 졸업을 앞둔 바쁜 학생들의 참여 유도
∙ 제한된 정보 및 필수 데이터 누락으로 인한 국가 및 기관수준의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
의 어려움

대학 및 학생 참여 유도 방안개발
단기일정 내의 대규모 평가실행 및 운영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 존재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높은 예산투자의 위험 부담

출처: OECD(2013a)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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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요 성과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실행의 가능성 확인과 학습성과 데이터
확보는 참여국들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주요 성과 중 으뜸으로 손꼽았다. 17개 참여국이 모
두 동 사항을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성과로 언급하였다.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 고등교
육 맥락의 차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은 세계적
으로도 유례없는 일로, 사업 출범 당시만 해도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던 것도 사
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평가도구 개발
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참여국들은 이를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손꼽았다. 예컨
대, 일본의 국가보고서에서는 참여국 간 협력을 통해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학 분야
학습성과에 대한 개념적 틀을 설계하여 학습성과 개념을 구체화하고, 평가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한 점이 실행가능성 평가의 중요한 성과라고 언급하고 있다(OECD 2013a, p.90). 또한 이번에
개발된 평가도구는 지식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성과를 측정하였는데 많은 참여국 대표들은 이러한 접근방법을 고등교육 학습성
과 평가도구 개발의 진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을 확인한 점도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
발과 더불어 핵심적인 성과로 손꼽혔다. AHELO와 같은 국제비교평가 사업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대학을 참여시키는 동시에 대학생을 무선표집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는 발상은
AHELO 사업의 가장 도전적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 캐나다,
일본, 콜롬비아, 이집트, 이태리 등 대다수 참여국은 AHELO에 대한 대학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
였으며 참여국은 이를 중요한 성과로 인식하였다. 예컨대, 이태리의 경우, 경제학 프로그램을 보유
한 52개 대학 중 32개 대학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를 신청하여 10개로 제한된 참여대학을
선정하는 데 큰 곤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OECD 2013a, p.87). 콜롬비아도 26개 대학을 대상으
로 섭외를 시도했는데 이 중 25개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보고하였다(OECD 2013a, p.66). 이러한 대
학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온라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를 국제적
차원의 평가실행 지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학생 참여율의 경우, 참여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대다수 참여국들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주요 성과로 손꼽았다. 아부다비, 콜롬비아, 멕시코, 러시아 등 대학생 참여율이 80% 이상
을 기록한 국가들은 매우 제한된 일정 속에서 수 천명의 학생들을 무선표집한 후, 참여학생들을 대
상으로 대학 현장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수행평가 채점을 완료한 점을 중요한 사업 성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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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평균참여율이 15% 이하인 참여국도 부분적으로나마 학생
참여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학생참여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함으로써, 제대로 작용하
는 방법 그렇지 않은 방법을 구별하게 된 점을 중요한 사업 성과로 언급하였다. 핀란드는 학생 참여
율이 평균 13.8%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교육 당국과 대학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중요성에 대
해 공감하였다고 보고하였다(OECD 2013a, p.82).
참여국이 언급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성과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참여국의 질 보장 체제 개
선이다. 17개 참여국 중 70%가 넘는 참여국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가 새로운 평가 유형의 도
입, 평가문화의 성숙 등 자국의 질 보장 체제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
다수 참여국과 참여대학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를 통해 고등교육 학습성과와 국제비교평
가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핀란
드, 이태리를 포함하는 상당수 참여국은 AHELO가 지향하는 평가에 대한 대학 측의 높은 관심을 확
인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이는 기존 대학평가로부터 새로운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
았다. 예컨대, 호주는 AHELO는 통해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응하면서 교수 등을 중심으로 대내적으
로 새로운 평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는 평가문화 성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
였다(OECD 2013a, p.48). 2013년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캐나다와 일본
AHELO 팀 역시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대학교수가 AHELO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들은 평가도구를 개발하면서 학습성과 개념 틀, 역량 평가, 수행과제 방식의 평가기법
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고, 평가 그 자체만이 아니라 평가와 커리큘럼, 교수-학습 방법, 평가 테
크닉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이는 평가문화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역량 구축 역시 많은 참여국들이 사업 성과로 언급하였다.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프로젝트는 국제 및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조율과 협업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또한 대학생 무선표집, 수행과제 방식의 평가도구 등 AHELO의
특성은 기존 평가보다 한 차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참여국들은 자국 고등교육 기관
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를 통해 국제비교평가 실행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
었다고 보고하였다. OECD 및 국제 평가사업자와 참여국 정부, 참여국 내 국가사업팀, 참여대학, 전
문가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과 협력 과정을 거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대학의 국제비교평가사업 대응 역량이 크게 제고되었다. 특히 호주, 일본, 캐나다는 OECD
와 별개로 3개국 간 특별 협정을 맺어 평가도구 개발, 채점, 평가결과 분석 과정을 부분적으로 공유
하였는데 이들 국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
로벌 파트너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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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부다비, 호주, 벨기에, 콜롬비아, 이태리, 일본,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참여국들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방법 개발에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고 상호
간 평가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는 고등교육 학습
성과 평가 역량 구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국가는 AHELO를 자국 내 다른 대학생 평가
와 연계하거나 후속 평가사업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아부다비는 AHELO와 유사한 국가 수준의 학
습성과 평가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OECD 2013a, p.40), 콜롬비아는 SABER
PRO라는 국가 수준의 대학생 졸업 시험과 연계하여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추진하였다고 보고
하였다(OECD 2013a, p.68). 이태리 역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사용된 평가방법을 차용한
국가 수준의 후속 평가를 시행하는 등 AHELO 참여 경험을 토대로 자국 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OECD 2013a, p.86).
<표 Ⅳ-4> 참여국이 언급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성과
참여국

아부다비

내용
∙ 새로운 평가 분야의 개척, 자국 내 질 보장 체제 개선
∙ 학습성과 평가도구에 대한 정보 확보
∙ 대학생의 학습성과 수준에 대한 실증적 정보 확보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에게 현 교육 체제의 기능
점검 기회 제공
∙ AHELO와 유사한 국가 수준 평가 개발의 발판 마련 및 프로젝트실행과 운영에 대한 국가수준의
역량 확인

호주

∙
∙
∙
∙

학습성과 및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새로운 논의 시작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 역량 구축,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공학 전공 학생의 학습성과 수준 확인
학습성과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수요 확인
국제적 유대관계,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한 역량 구축

벨기에

∙ 국제 비교 가능한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의 가능성 확인
∙ 국제비교평가에 관한 노하우 획득

캐나다

∙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교수와 대학의 높은 관심과 수요 확인
∙ AHELO가 지향하는 학습성과 평가의 중요성 확인

콜롬비아

∙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높은 수요 확인(26개 섭외 대학 중 25개 참여)
∙ 정부-대학 간 협력 통한 높은 학생 참여율 기록(95%)
∙ SABER PRO라는 국가 수준의 대학생 평가 체제와 연계

이집트

∙ 높은 참여율 달성
∙ 노동시장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필요성에 대한 대학 사회 인식 제고
∙ 최초의 온라인 국제비교 학습성과 평가 실행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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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내용

핀란드

∙ AHELO에 대한 핀란드 대학의 높은 관심 확인
∙ 성공적인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 실행 완료
∙ 강력한 정부 지원과 국가 내 대학 역량 확인

이태리

∙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도입
∙ 성공적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실행 및 국가센터의 관리
∙ AHELO 평가방법을 차용한 국가 수준의 후속 평가 실행

일본

∙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공학도 역량 및 학습성과 개념 틀 구축
∙ 역량과 학습성과를 개념화하고 측정에 대한 명확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 글로벌 파트너와의 팀워크를 통한 경험 및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

한국

∙ 최소한의 정부 지원으로 50개 이상의 학과의 학생 대상 무선표집의 성공적 실행 및 학습성과 실증
데이터 확보
∙ 정부, 전문가, 참여대학, 국가센터간의 협력 체제 구축
∙ 대학 내 교수-학습 질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증대

쿠웨이트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학습성과 평가의 가능성 확인
∙ 학습(student learning)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인
∙ 기관의 질, 교수법의 질, 학습의 질 측정이 가능한 국제적 벤치마크 도출

멕시코

∙
∙
∙
∙

네덜란드

∙ 국제적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의 가능성 확인
∙ 국가센터 수준의 운영 및 관리 가능
∙ 제안된 일정 내 평가 실행 완료

노르웨이

∙ 노르웨이 국가사업팀 내 협력 체제 구축
∙ 온라인 국제비교평가 실행의 가능성 확인
∙ 대학 차원에서 학생참여 및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법 시도, 실행착오를 거친 정보 확보

러시아

∙ 대학의 높은 참여도 및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의 지원
∙ 높은 학생 응답율

슬로바키아

∙ 대학의 높은 참여도 및 학생 참여 확인
∙ (국제평가사업자를 통해 확인된 방법으로)국제비교 틀 내에서 학습 성과에 대한 실증 정보 획득
∙ 원활한 평가진행 및 기술적 지원제공

미국

∙ AHELO 참여에 대한 다양한 고등교육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지원 확보
∙ 국제･국가･기관의 협력 하에 성공적으로 평가 진행
∙ 예산 미확보 및 평가개발 지체, 프로젝트 조정과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의
관심 및 참여 유지

AHELO에 대한 멕시코 대학의 높은 관심도
높은 참여율 달성
영역별 다양한 관계자의 높은 관심과 지원
국가센터 내 협업 체계 구축. GNE, NPM, 국가대표자, 교육부의 재정 지원 확보

출처: OECD(2013a)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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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AHELO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결과, 본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이
하에서는 17개 참여국의 국가보고서와 2013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AHELO 국제포럼에서
제안된 AHELO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AHELO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은 1) 평가의 목적과 활용 계획, 사업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사업 기반 구축, 2) 평가
영역, 평가도구, 학생표집 및 참여방법 등에 관한 평가 설계, 3) 평가실행체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OECD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추진하면서 AHELO 평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HELO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등교육 학
습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과 적합성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를 고등교육 수요자, 정
책담당자, 사업계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OECD 2012, p. 2). 이러한 사업 목적과
비젼 제시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멕시코 등 적지 않은 참여국 대표들은 AHELO의
평가목적과 활용을 더욱 명료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대규모
국제비교평가의 목적과 한계점을 현실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
면 평가참여자들이 동 평가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나 기대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참여국 대표들은 AHELO의 평가목적 명료화를 위한 노력이 AHELO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OECD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질 보
장 체제와 AHELO 평가결과를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각국 정부 소관이고
이를 제대로 설계해야 AHELO 프로젝트의 효용성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부다비, 콜
롬비아, 이집트 등 후발 참여국들은 자국의 고등교육 질 보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AHELO와 같은 유
형의 평가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
디어를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와 AHELO 연계와 유사한 맥락에서 국가 및 대학 차원의 ‘평
가 문화’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 되었다.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 시험’이 생
소하고 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오용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AHELO가 현존하는 고등교육 질
보장 기제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문화를 개
선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HELO가 대학의 교수･학습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평가기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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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순위’나 ‘기술적인 시험 점수 향상’에만 무게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실증 정보가 보여주는 대학교
육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정책담당자와 대학교수, 고등교육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는 문화
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국가보고서에는 AHELO가 대학교육 질 개선을 위한 매우 강력
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선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1) 평
가도구와 채점기준표가 참여대학 내 전문가들에게 온전하게 공유되고 2)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학
습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워크숍 등과 병행하여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 실행을 추진
하는 것이다(OECD 2013a, p.90). 일본 이외에 캐나다, 한국 등 여러 나라의 보고에 따르면, 평가도
구 개발과 수행과제 답안 채점 과정에 대학교수가 참여하였고 동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교수들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수업방식, 평가기법 등을 반추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
다. 참여국 대표들은 이러한 과정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가장 흥미롭고 유익한 경험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가사업 기반 구축과 관련한 제언 중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도 있었다. 미국과 핀란드 대표는 본
사업 단계에서는 현실의 제약을 반영하여 프로제트 예산을 명확하게,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사업 착
수 이전부터 참여국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OECD 2013a, p.82 & p.150). 국가사업보고서에서는 미국과 핀란드만이 예산 확보를
본사업 제언으로 명시하였다. 하지만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 전문가회의(GNE)와 최종 컨
퍼런스에서 미국과 핀란드를 포함한 대다수 참여국 대표들은 실행가능성 평가 내내 문제가 되었던
사업 예산 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업 예산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사업 주관 기관
인 OECD는 전체 사업 예산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국 정부가 필요한 사업
예산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참여국 정부는 사업 초기에 필
요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확한 사업 예산 확보 방안 이외에 AHELO 참여비용과 성과의 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주목을 받았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참여국 대표들은 AHELO를 통해 산출된 대학생 학습성
과에 대한 국제비교 데이터가 분명 필요하고 귀중함에는 틀림없지만 각 참여국 입장에서 볼 때, 동
사업에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OECD 2013a, p.126).
평가영역에 관한 의견은 평가 설계에 관한 참여국의 제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부다
비, 러시아는 대학교육의 폭넓은 전문성을 반영하여 본사업에서는 평가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평가영역과 관련해서는 특히 일반핵심능력 평가, 수행과제(performance task) 중심의
개방형-서술형 시험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평가 틀 개발과 평가도구 개발이 연계되었고 학생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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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율이 높았던 공학 분야와는 달리 일반핵심능력 부문은 기대 학습성과에 대한 명시적인 틀이 없었
고 동 영역 참여국의 학생 참여율이 낮아 쟁점이 되었다. 예컨대, 벨기에는 시험은 ‘전공 내용
(content)’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일반핵심능력’에 대한 가중치는 적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피력하였다. 또한 테스트 도구의 유형에 대해서도 수행과제식 시험문제는 시간집약적이기 때문
에 최소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벨기에와는 달리 캐나다 국사사업팀은 수행과제식 시험문제와 일반핵심능력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팀의 보고에 따르면 참여대학 교수가 수행과제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 교과과정과 수업방식, 평가 기법 등에 대해 반성적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
이 캐나다 참여자들로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가장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인식
되었다. AHELO와 같은 국제비교평가로 인해 대학교수가 교수 활동과 학습, 평가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이번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소수
의 교수만이 참여하였으나 본 사업에서 규모가 확대되면 더 많은 교수의 참여를 통해 더욱 광범위
한 영향이 미치게 되리라는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는 본사업에서 수행과제
식 시험과 일반핵심능력 평가를 전공 영역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OECD 2013a, p.63).
캐나다 이외에 콜롬비아, 러시아, 한국, 노르웨이 등 상당수 참여국은 금번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파악된 평가방법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일반핵심능력 평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공학과 일반핵심능력 분야에 모두 참여한 콜롬비아 국가사업팀은 이번 실행가능성 평가와
자국 내에서 10여년 간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추진 경험을 토대로 일반핵심능력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특수성 때문에 대학생 대
상 학습성과 평가가 주로 전공 평가 위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공 위주 평가는, 1) 전공
영역 평가 간 일관성을 도출하기 어려워 지나치게 광범위한 평가를 낳게 되며, 2) 프로그램이나 학
과 단위를 넘어서 고등교육 관련 대학 당국이나 정부 수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서는 활용 가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학 분야에 참여한 일본 관계자 역시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AHELO가 전공 분야 교수 입장
에서는 적합성 높은 평가였으나 대학 전반으로서의 파급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 수준의 정책적 개입의 논리 확보에 제한점이 있다는 의견을 일본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피력
하였다. 노르웨이 또한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노르웨이도 극히 낮은 학생
참여율로 인해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대학과 고등교육 정책 관계
자들은 여전히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와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OECD 2013a, p.129∼130). 쿠웨이트와 멕시코 본사업에서는 참여국이 평가도구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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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국제화된 수행과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학생들이 수행과제를 통한 학
습성과 평가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평가영역에 대한 제언과 더불어 평가도구 질 제고의 필요성은 대다수 참여국이 본사업에서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하였다. 평가도구 질 제고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후속 조치로는 1)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대 학습 성과 목록 포함)평가 틀을 도출해야 하며, 2) 이러한 평가 틀과 연계
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하고, 3) 평가 내용은 기존 학과 지식만이 아니라 미래 노동시장 요구를
반영한 역량을 반영해야 하며, 4) 국내 및 국제 수준의 작업 단계별로 다양한 고등교육 전문가가 참
여하여 평가도구 조정･변역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벨기에, 콜롬비아, 이태리, 일
본, 한국, 슬로바키아 등이 평가도구 질 제고의 필요와 추진 방향을 제언하였다.
예컨대, 벨기에 대표는 본사업에서 평가 틀 개발 후 이와 연계한 시험문제 개발이 보다 완전한 형
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충분한 논의와 체제적 과정을 거쳐 개발된 평
가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국제적 수준의 벤치마킹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OECD
2013a, p.57). 슬로바키아도 참여국 내 전문가들이 테스트 도구 개발 과정에 참여한다면 평가도구
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평가도구 개발 과업을 수행할 때, 국제공조체제를 통
한 시너지 효과를 살리자는 것이다(OECD 2013a, p.144). 한국도 대학교수가 참여한 채점 작업 이
후, 채점자가이드, 모범답안 특성, 채점방식과 같은 채점 자료들이 평가도구 조정･번역 작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향후 본사업에서 채점자료가 번역 작업 이전에 참여국에 배
포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학생 답안을 채점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평가도구
번역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채점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들은 학습성과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평가도구 조정번역 작업에 환류 했었더라면,
평가도구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일본도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제
언을 제시하였다.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 수행된 채점 연수와 채점 루브릭 개선 작업은 기대학습성
과의 수준과 영역에 대한 합의 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국 의
견을 종합하면, 평가도구 질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조정･번
역을 포함한 평가도구 개발 작업 전후에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실제 학생 답안을 확보
한다. 채점도구를 활용하여 답안을 가채점하면서 시험문제 번역의 오류나 채점도구 자체의 오류나
개선점을 파악하는 등 가채점 작업 내용을 최종적인 평가도구 개발에 환류 한다면 평가도구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
평가영역과 평가도구 이외에 학생표집의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노르웨이나 벨기에 등
저조한 학생 참여율로 고민한 참여국 중심으로 본사업에서는 단순무선표집 대신 전수표집이나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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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을 대안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OECD 2013a, p.54). 공학 등 전공 영역의
경우, 일부 국가가 전수표집(Census)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해당 전공 교수가 AHELO 프로젝트
를 주도적으로 이끈 대학에서는 전수표집 방식의 활용이 가능했으며 이는 학생 참여율 제고에 필요
한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모든 전공학생을 대안으로 하는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경우, 전수표집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다만, 전공을 먼저 무작위로 표집하고, 표집된 학과를 타깃으로 설정하여 학생
을 표집하는 다단계 표집이 단순무선표집이 단단계 표집와 함께 표집 가이드라인에서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참고로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모든 참여국이 단단계 표집을 선택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특정 전공을 무선표집하여 타깃 그룹을 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무선표집하는 타깃표
집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실행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 및 재원 확보는 아부다비, 캐나다, 이집트, 핀란드, 일본 등 다
수의 참여국이 지적한 사항이다. 핀란드 팀은 학생 모집, 대학관계자 연수, 대학 현장에서의 준비
평가 실행 단계별로 충분한 작업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일본 대표도 전반적으
로 국제비교평가 실행의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과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행과제 채점루
브릭 조정 단계에 충분한 시간과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집트 역시 평가 실행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게 기획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한 장기적, 체계적 계획 수립 역시 대다수 참여국 대표가 문제점으로 지적
한 동시에 본사업을 위한 제언으로 언급하였다. 노르웨이 대표팀은 정부나 대학 당국이 AHELO에
큰 관심을 갖고 추진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학생 참여의 동기를 잘 찾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재정적 인센티브 이외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시험 참여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호주 대표팀도 학생 참여율 제고가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동 문제 해결책으로 학생 수준 리포트 제공을 제언하였다. 이 밖에
슬로바키아, 쿠웨이트, 한국, 이집트, 노르웨이 등도 학생 리포트를 포함한 평가 결과 정보 제공이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네덜란드, 캐나다, 핀란드 등은 학생 리포트 제공
등 인센티브 방안 재설계와 함께 테스트 실행 시기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학년 마지막 학
기라는 평가 실행 시기는 대학 졸업생들의 구직 기간, 졸업이나 기타 전문직 자격증 관련 실습이나
시험 기간과 중첩되기 때문에 참여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본사업 추진 시 심
각하게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조정과 협력에 기반한 평가실행체제의 관리와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 국가 차원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OECD나 평가사업자와 같이 국제적 리더
십도 발휘되어야 하고, 각국 정부가 대내적으로 효과적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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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이집트 등은 평가 전 단계에 걸쳐, 정책담당자와 국가사업
팀, 참여대학교수, 고등교육 전문가가 적극 참여해야 평가의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교육 당국의 리더십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아부다비는 참여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본사업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일본, 캐나
다, 호주는 3개국간 별도의 협력 협정을 체결한 후, 평가도구 개발, 채점, 평가 결과 분석의 상당
부분을 공유함으로써 부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국제적 차원의 평가실행체제의 관리와 관련하여 미국 대표팀의 조언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국가
사업책임자는 실행가능서 평가에서 평가사업자 구성 기관 간 마찰이 있었던 점을 상기키면서, 본사
업에서는 기관 간 경쟁과 갈등을 피하면서 평가 설계, 도구 개발, 평가 실행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구성된 평가사업자와 연구자, 평가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OECD의 강한 리더십과 신중한 관리 역량이 필요함을 명시하
였다(OECD 2013a, p.151).
<표 Ⅳ-5> 17개 참여국의 AHELO 본사업 추진 관련 제언
참여국

내용

아부다비

∙ 대학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공 분야 평가영역 확대
∙ 채점자 섭외, 연수 및 채점 등 평가실행 단계에 충분한 작업 시간 확보
∙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실행 등 평가 전반에 걸쳐 참여국간의 협조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AHELO을
통한 성과 극대화 필요

호주

∙ AHELO 사업에 대한 대학의 관심 지속과 학생학교 참여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정보, 데이터,
결과 분석 등 지속적 제공(특히 참여대학생 대상 시험결과 리포트 제공의 필요성 제기)
∙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학생 참여 제고를 위한 시험 실행 시기 재고 필요)

벨기에

∙
∙
∙
∙

캐나다

∙ 수행과제 방식의 평가도구와 평가내용 측면에서 일반핵심능력 비중 확대
∙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평가 실행 일정 조정
∙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 실행 전 과정에 걸쳐 교수, 참여대학 교직원, 고등교육 전문가의 협력 확대

콜롬비아

∙ 전공 능력 이외에 일반핵심능력 평가 필요
∙ 전공 간 학습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 간 비교 시 전공분포 차이를 고려한 비교 정보 산출
∙ 채점 도구 포함 평가도구의 질 제고

이집트

∙ 국가 수준의 지원 확보 필요
∙ 학생 참여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 마련 필요
∙ 오리엔테이션 용도의 예비시험 등 평가실행 준비 과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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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합의 수준을 높인 평가 틀 개발, 이와 긴밀하게 연계된 시험문항 개발
일반핵심능력보단 전공 내용에 초점을 둔 평가도구 개발
수행과제식 개방형 문항 최소화
표집방법 개선(단순무선표집보다 전수표집이 효과적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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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내용

핀란드

∙ OECD 및 국가 수준에서 명확한 사업예산 수준과 재원 확보
∙ 평가사업자 포함 관련 주체는 평가하려는 내용과 평가목적, 및 대규모 국제비교평가 추진 방식에
대해 견고하며 일관된 인식을 공유
∙ 충분한 평가 실행 시간 확보

이태리

∙ 실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IT지원 확보 필요
∙ 평가도구 번역 및 조정 작업의 질 개선 필요

일본

∙ 채점도구 포함한 평가도구의 질 개선(충분한 시간 및 예산 확보)
∙ AHELO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개선을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

한국

∙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대한 수요 포착, 평가 틀 및 평가도구 개발 노력 필요
∙ 평가도구 개발, 평가실행, 채점 등 평가 전 단계에 걸쳐 대학교수 등 고등교육 전문가의 협조 필요
∙ 대학과 학생의 관심 및 참여 동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방안 마련(대학에 제공하는 벤치마크 등
정보의 적합성 제고)

쿠웨이트

∙ 학생 참여율 및 평가 몰입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수립 필요
∙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국제화된 수행과제 개발
∙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평가 문화’ 개선 노력 필요

멕시코

∙ 평가의 오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국가･대학 수준의 평가 틀 및 학습성과의 개념, 방법론적 쟁
점을 신중히 검토(특히 AHELO의 평가목적 및 활용 방향 명료화 필요)
∙ AHELO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교육자, 특정 전공전문가, 심리학자 등)협력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수행과제 등 적절한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학생 경험 축적

네덜란드

∙
∙
∙
∙

노르웨이

∙ 참여학생 및 참여대학의 비용과 혜택의 균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특히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이 요구됨.
∙ 표집방법 개선(타깃 표집 방식 고려)

러시아

∙ 부정행위 가능성 최소화 및 엄격한 시험 절차 준수를 위해 독립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 평가 영역의 층과 폭 확대, 다양화의 필요. 실질적 직업 역량을 반양한 평가문항 개발 강조
∙ 국가운영체제 내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필요

슬로바키아

∙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도구 개선
∙ 평가도구, 데이터,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참여국 접근성 제고
∙ 국제 차원에서 대학의 대내･외적인 학습성과 결과 비교가능성 확인

미국

∙ 국제적 차원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목적과 제한점을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OECD 및 국가 수준에서 명확하고 현실적인 사업예산 추정, 확보
∙ 기관 간 경쟁과 갈등을 피하면서 국제적으로 구성된 평가사업자와 연구자, 평가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국제적 리더십 제고

경제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평가도구 설계
대학 및 국가 수준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질 보장 관련 평가와 AHELO 평가도구의 연계
학생 참여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 평가실행 시기 재고
교육 당국, 국가기관, 대학, 교수,학생 등 관계자 참여 및 협력 강화

출처: OECD(2013a)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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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주요 참여국 사례 분석
가. 일본
1) 일본의 AHELO 추진 경과
가) 평가참여 기반구축
□ 참여목적
일본은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에서 공학 전공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량을 국제적 수준에
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AHELO 사업에 참여하였다. 일본은 AHELO 실
행가능성 평가 참여를 통해 “1)각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하여 신뢰할만한 학습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이 가능한가? 2)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가? 3)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 즉,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일본 대학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각 대학은 어떠한 교육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NIER, 2013). 이러한 AHELO 사업에서 일본은 구체적으로는 전공 분야(공학, 경제학)에 주력기로
하고(文部科学省, 2008)., 2009년에는 사업 참가비용 21,450천엔을 지불하였다(文部科学省, 2009,
2010, 2011).
□ 추진체제
일본에서는 중앙교육심의위원회 대학분과회에서 고등교육에서의 학습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꾸준히 제언하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OECD 고등교육에서의 학습성과 평가(AHELO) 실
행가능성 평가 현황에 관하여｣라는 관련 자료를 통해, 최근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국제화가 추진됨
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정부･고등교
육기관･질보장기구 등에서 시행하는 학습성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OECD AHELO-FS를
일본에서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文部科学省AHELO-WG, 2008a). 또한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
｢중장기적인 대학교육에 대하여｣에서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장관은 “사회와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대학제도와 교육, 글로
벌화 전개에 따른 대학교육,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교육의 전체상” 등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이
후 워킹그룹 개최 등의 추진상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中央教育審議会, 2008.9.11).

180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Ⅴ) - 2009-2013 실행가능성 평가 종합 -

국제적인 학습성과 평가 작업 참여는 2008년 1월 도쿄에서 개최된 OECD 비공식교육장관회의에
서 당시 문부과학대신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이
어 2008년 12월 1차 AHELO 국가전문가회의에서는 공학 분야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文部科学
省, 2008). 2009년 2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AHELO 국
가팀｣을 구성하고, 문부과학성의 ｢선도적 대학개혁 추진 위탁사업｣을 통해 도쿄공업대학에 조사연
구를 위탁(11개 대학의 연구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3년간 실시)
하였다(東京工業大学, 2012).
AHELO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제 정비는 국제조직체제를 기반으로 구상한 후 이루어졌다.
AHELO의 국제조직체제는 1)OECD교육정책위원회, 2)IMHE 운영이사회, 3)AHELO 국가전문가회
의 등의 중층적인 정책결정조직이다(文部科学省AHELO-WG, 2009). OECD 사무국은 이들 조직이
정책을 결정하면 그에 관련된 사업운영을 주로 담당한다. 예를 들면, 호주교육연구소(Australian
Council for Educuational Research, ACER)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평가사업자에서는 테스트와 조
사표 개발, 각국에서의 테스트 실시의 관리에 관한 사업위탁 등을 맡고 있다(OECD, 2012b).
<표 Ⅳ-6> AHELO 국제 평가사업자 구성과 각 조직의 역할
관리

ACER
일반적 기능

테스트,
조사표 개발

경제분야

공학분야

ACER, NIER(국립교육정책연구소,
CAE(Council for Aid to Education,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일본), UF(University of Florence,
USA)
USA)
Italy)
배경정보
ACER, CHEPS(Center for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the Netherlands), CPR(Center for
Postsecondary Research, USA)

출처: http://www.oecd.org/edu/skills-beyond-school/whoswhoinahelothegovernanceoftheprojectandthevariusgroupsinvolved.htm

일본 내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검토･제언을 담당하는 중앙교육심의회 내의 대학분과회
AHELO-WG(working group)가 사업에 대한 조언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고등교육기획과 국제기획실이 소관부서의 역할을, 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가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여, 테스트 문제 번역과 적정화 작업 및 테스트 실시 등을 담당하고 있다(文部科学省
AHELO-WG, 2009). 특히 AHELO-FS 추진의 일환으로 ｢선도적 대학개혁추진 위탁사업｣을 실시하
고, 여기에서 도쿄공업대학을 주축으로 교육개선작업을 확충하기 위해 ｢OECD 고등교육에서의 학습
성과 평가 실행가능성 검토(AHELO-FS) 실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東京工業大学,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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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공업대학의 Kikuo Kishimoto 교수가 책임을 맡은 이 연구에서는 12개 대학교수 및 교직원,
공학 및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대학교육 질 보장 시스템 및 학생 이동성에 대
한 국제 연구｣를 시작으로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에서는 먼저 1)질 보장 틀/체제(quality
assurance schemes) 구축에서의 학습성과 도출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AHELO 활용 가능성 탐색,
2)AHELO 사업 기간 동안(2009년~2011년) 대학의 관심과 참여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 확인 등을 통
해 사업참여의 타당성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東京工業大学, 2012).
AHELO-FS와 관련한 일본 내의 검토체제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워킹그룹31)은 중앙교육심
의회 대학분과회 아래 두고 대학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였다(文部科学省
AHELO-WG, 2008b).

[그림 Ⅳ-1] 일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 의사결정 체제
출처: 文部科学省AHELO-WG(2008b)

31) 일본 내의 AHELO 워킹그룹은 다음의 구성 안에 속해 있다(文部科学省AHELO-WG, 2008a).
※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의 구성
- 대학규모･대학경영부회
- 대학행재정부회
- 대학원부회
- 대학교육 검토에 관한 작업부회
- 법과대학원특별위원회
- 인증평가기관 인정에 관한 심의위원회
- 학위 프로그램검토 워킹그룹, 질보장 시스템 검토 워킹그룹, OECD AHELO 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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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 내의 AHELO 국가 센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평가도구 번역의 타당도 검증 및 소규모 타당도 검증에서 얻은 학생 답안 채점 작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NIER, 2013). 이를 통해 번역의 질을 높이고 채점 루브릭 조정작업과
관련하여 AHELO 평가사업자에게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일본의 AHELO국가
팀은 공학교육 및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사업 준비과정에서 1)AHELO 참여 배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해를 도출하고 대학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 2)대학 질보장 체제와
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업 참여를 결정하였다는 점, 3)국가 차원에서 사업 추진 체제를 구성하고 교
육 당국의 재정 지원 및 격려가 있었다는 점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深堀, 2012).

[그림 Ⅳ-2] 일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체제
출처: Fukahori(2013).

나) 평가도구 및 방법 설계
일본은 분야별 기능의 실행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학습성과의 정의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미
국･유럽과의 커리큘럼 조정에 필요한 “튜닝 프로젝트”가 공학 및 경제학에서의 학습성과 기본 방안에
필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경제학 관련 학습성과의 고찰은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 활용, 데이터의
효과적 이용과 양적 방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습스킬의 획득 등으로 정의된다(深堀, 2012).
이를 위한 테스트와 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우선 공학분야 테스트는 튜닝의
수업을 활용하여 구축된 능력틀에 기반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묻는 선택형 문제와
사고력을 묻는 서술형 문제로 작성하였다. 선택형 문제는 일본의 토목학회의 인정기술자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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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본 기술사회의 기술사 제1차 시험의 문제를 바탕으로 하였고, 서술형 문제는 ACER측에서 작
성한 시안을 바탕으로 각국의 공학전문가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배경정보 조사표
는 ACER측에서 작성한 안에 대하여 각국의 전문가의 의견을 집약하여 확정하였다(深堀, 2012).
테스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소규모 조사는 2011년 봄에 실시하였다. 각국 10개 대학 100명
규모의 표본에 대한 테스트, 테스트에 대한 학생 대상 설문 조사와 그룹 디스커션을 행하여, 테스트
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능력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이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
다. 분석결과, 테스트의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검증되었다고 결론지어졌으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테스트 및 채점 루브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되었다(深堀, 2012).
<표 Ⅳ-7> 일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도구 개발 과정
활동

일정 및 참여자

평가도구 설계
소규모 타당도 검증
∙ 시험지 평가(60분 소요), (수행과제 1종 및 선택형 20문항)
∙ 평가도구에 대한 설문조사(60분 소요)
1) 학생 대상 설문조사
2) 포커스 그룹 진행(교수 및 학생)
∙ 기관 및 교수 설문조사

- 2011년 5월
- 10개 대학
- 75명의 학생

실행가능성 평가 실행
∙ 온라인 테스트(90분 소요), (수행과제 1종 및 선택형 25문항)
∙ 배경요인 설문조사(10분)
∙ 기관 및 교수 온라인 설문조사

- 2012년 4월~5월
- 12개 대학(편의 표집, 8개 공립 & 4개의
사립 대학)
- 504명의 학생

채점 연수 및 채점
∙ 연수: 오후와 저녁 세션
∙ 채점 이틀소요
∙ 채점 일치에 대한 신뢰도: 89.11%

2012년 6월
- 책임채점자 1명 및 채점자 12명

출처: 深堀(2012)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자가 재구성하였음.

테스트의 신뢰성과 실시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사는 2012년 봄에 이루어졌다. 각국 10
개 대학의 1,000명 규모(대학은 임의, 학생은 무작위 추출)의 표본에 대하여 테스트를 실시하고, 실
시방법이 적절하였는지, 해답결과가 신뢰할만한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테스트 실시가능성
의 지표의 하나인 회답률은 국가와 분야마다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일본이 참여하기로 한 공학분야
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중앙값: 일반적 기능 52.7%, 경제 74.1%, 공학 89.2%). 테스트의
신뢰성 지표의 하나인 신뢰도 지수가 0.8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 수에서도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
었지만, 일본이 참여한 공학분야에서는 총 51개 항목 중 2~11항목만 신뢰도 지수가 이보다 낮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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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서 공학분야 테스트의 신뢰성과 실시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검증되었
다고 판단하였으나 아직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도 함께 밝혀졌다고 설명하였다(深堀, 2012).
소규모 조사에서 일본은 학사일정으로 인해 주어진 기간 내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학
프로그램이 소규모 학생 수(100명 미만)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수표집을 실시하였다.32) 평가도구 개
발과정을 요약하면 <표 Ⅳ-7>과 같다.
다) 평가 실행 및 관리
채점 작업은 1명의 책임채점자와 12명의 채점자가 이틀 동안 진행하였다. 채점자간의 공통된 이
해 도출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전연수를 실시하였다. 채점 방식은 6명씩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
어 개인적으로 연습 채점을 진행한 후 부여한 점수에 대한 그룹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처 진행하였
다(深堀, 2012).
평가 결과를 보면, 참여학생의 평균 참여율은 65.4%로 나타났다. 결과(데이터) 분석은 ACER로
부터 전달받은 기관리포트 및 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대학 담당자들 대상으로 데
이터 전달 및 추후 활용방안에 대한 피드백 미팅 실시 계획(深堀, 2012)도 진행된다.
이에 대해 대표적으로 도쿄공업대학의 실시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도쿄공업대학은 2009년 2월 1
일부터 2012년 3월 31일의 3년 2개월간의 계획으로 1)일본이 희망하는 공학분야 FS의 구성방법, 2)
일본대학이 이에 참가할 경우의 유의점, 3)참가 후 각 대학에서의 교육의 개선방향 대책 등을 조사･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東京工業大学, 2012).
2009.02.04 제1회 연구회 개최(도쿄공업대학): 조사연구팀 및 사무처리에 관한 논의, 전문가 강연
2009.02.28 현지 면담조사: 네덜란드(델프트공과대학)
2009.03.11 현지면담조사: 덴마크(코펜하겐 덴마크공과대학), 스웨덴(스톡홀름 스웨덴 국립고등
교육연구기구, 왕립공과대학), 프랑스(파리 에콜폴리테크닉, 유네스코 국제교육계획
연구소)
2009.03.19 제2회 연구회 개최(도쿄공업대학): 현지조사보고, 제1차중간보고서 논의, 해외학자
초청 강연회 개최(공학능력 평가 전문가 강연)
2009.03.31 제1차 중간보고서 작성
2009.05.26 제3회 연구회 개최(도쿄 시바우라공업대학): 제2회 전문가회의 및 공학분야 튜닝 회
의 보고, 강연회 개최
32) AHELO 테스트는 2012년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었고, 참여학생에 한해 5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다(深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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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2 현지 면담조사: 네덜란드, 영국
2009.09.28 제4회 연구회 개최(도쿄공업대학): 사업현황 점검, 현지조사 보고회,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관한 강연회 개최
2009.11.18 제3회 AHELO group of national experts 회의 출석(프랑스)
2009.12.11 제5회 연구회 개최(홋카이도대학) 사전협의(고교-대학 연계현황과 과제에 관한 프리
디스커션, 신입생 교육에 관한 프리디스커션) 및 주요협의(전문가 강연 및 제3회 전
문가회의 보고)
2010.02.23 현지 면담조사: 미국
2010.03.12 제6회 연구회 개최(도쿄공업대학): 현지조사보고, FS에 관한 논의
2010.03.15 제4회 AHELO group of national experts 회의 출석(프랑스)
2010.03.31 제2차 중간보고서 작성
2010.04.21 제7회 연구회 개최(도쿄공업대학): FS 실시 검토, 제4회 전문가 회의 보고, 전문가
강연회 개최
2010.07.09 제1회 문항작성 워킹그룹 개최(큐슈대학): FS 실시 검토, 전문가 강연회 개최, 제8회
연구회 개최(큐슈대학): FS 실시 검토, 공학교육 방향 검토, 전문가 강연회 개최
2010.08.05 현지 면담조사: 중국
2010.10.18 제2회 문항작성 워킹그룹 개최(도쿄공업대학): 조사에서 제공할 문항의 타당성에 관
한 프리디스커션, 현지조사 보고
2010.10.22 OECD공학분야 전문가 회의 출석(싱가폴): 문항 내용 타당성 검토 작업 실시 계획 조사
2011.02.23 현지 면담조사: 호주
2011.02.27 제9회 연구회 개최(서면심사): 경과보고
2011.03.15 제10회 연구회 개최(서면심사): 현지조사 보고, FS 실시 검토
2011.03.31 제3차 중간보고서 작성
2011.05.10 제11회 연구회 개최(도쿄공업대학): FS 실시 검토, 현지조사보고, 전문가 강연
2011.05.17 각 대학에서의 시험과 설문 실시(~25)
2011.07.25 제12회 연구회 개최(도쿄공업대학): FS 실시 검토, 전문가 강연
2011.11.23 AHELO 평가사업자 회의(프랑스)
2011.12.02 제3회 문항작성 워킹그룹(가나자와공업대학): 타당성 검증작업(질적검토) 결과 및 개
요보고, 타당성 검증작업(양적검토)의 검토, 제13회 연구회 개최(가나자와공업대학):
FS 실시 검토, 전문가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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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OECD-AHELO national project managers참가(프랑스 파리, ~17)
2012.03.19 OECD-AHELO national project experts 전문가회의(프랑스 파리, ~20)
2012.03.22 제14회 연구회 개최(도쿄공업대학): AHELO national project managers 참가보고,
FS 실시 검토
2012.03.31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회 14회 개최, 워킹그룹 3회 개최, 강연회 1회 개최
-> 현지 면담조사: 5개국, 24개 기관, 27명 출장
사업 추진기구는 조사연구팀과 사무팀 등으로 구성하였다(東京工業大学, 2012).
※ 사업의 실시체제
○ 조사연구팀(교수 및 학장): 도쿄공업대학 12명, 홋카이도대학 3명, 토호쿠대학 1명, 도쿄대학
2명, 나고야대학 2명, 교토대학 3명, 오사카대학 2명, 큐슈대학 4명, 와세다대학 4명, 게이오
의숙대학 2명, 시바우라공업대학 2명, 가나자와공업대학 2명, 국립교육정책연구소 4명, 중앙
교육심의회 AHELO 워킹그룹 2명, 워킹그룹 참여원 3명
○ 사무팀(사무, 기획, 교무과장): 도쿄공업대학 4명
조사시험에 대한 분석은 타당성 검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OECD의 AHELO-FS에서는 테스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적조사(phase 1)를 2011년 실시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양적검토
(phase 2)를 2012년에 실시하였다. 일본은 1단계(phase 1)의 조사시험을 국립교육정책연구소와 공
동으로 2011년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각 대학에서 실시하였다. 5월 28일에는 이때까지의 선행연
구, 조사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반하여 조사연구팀원과 전문가를 추가한 워
킹그룹을 구성하여 1단계의 결과 채택과 분석에 활용하였다(NIER, 2013).
1단계 조사시험에서는 테마별로 발전적인 결과해결능력을 중심으로 묻는 서술형 문제(4문제에서
1문제)와 공학기초 지식과 기능을 묻는 선택형(다지선택식) 문제(40문제에서 20문제)가 출제되었
다. 이 조사시험의 결과 분석을 통해 워킹그룹 연구진은 다음의 결론을 얻고, 평가사업자에 제언하
였다(東京工業大学, 2012).
소규모 타당도 검증 후 진행된 평가 도구에 대한 참여 학생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 서술형 문항의 경우 어려웠지만 흥미로웠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특히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항들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엔지니어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게 되는 문항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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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의 서술형 문제풀이 및 직업 능력(careers) 개발을 위
해서는 그룹 활동 및 프로젝트성 활동을 포함한 공학 교과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東京工業大学, 2012, p.45). 선택형 문항과 관련하여 일부학생은 선택형 문항과 대학교육의 연계
성은 높지 않으며 문항이 피상적이라고 응답하고, 지식과 역량의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였다(東京工業大学, 2012, p.46).
먼저, 서술형 문제 4문항 중 1문항에 대해서는 평균치가 극단적으로 낮아, 득점의 분포도 좌측(낮
은 점수)에 편향되었다. 이 원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험자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테스트 시간
에 비해 너무 많다거나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는 고도의 실천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대학 4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의 내용으로서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
었다. 기타 3문제에 대해서도 정답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설정과 번역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검토되었다. 워킹그룹은 이때까지의 개선책에 대해서
문항의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 검토결과를 AHELO 평가사업자에
제언하였다(東京工業大学, 2012, p.53).
다지선택식 문제는 일본토목학회 및 일본기술사회의 기술사 인정시험문제를 원안으로 하여 국제
적 통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출제되었으나, 일본학생의 평균점은 원안으로 한 평균점과 대부분 일치
하였다. 정답률이 낮은(25%미만) 문제는 기존 문제에서 망라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 평가사업자에서
새롭게 작성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답률이 낮은 원인을 정밀히 조사하고, 문제설계와 선택지의
배치성과 명확성의 관점 등에서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평가사업자에 제언
하였다(東京工業大学, 2012,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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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일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도구 개발 타당도 검증작업 개요

조사목적

- 개발한 문제가 각국 학생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묻고 있는가
-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테스트 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지식･기술이 측정되고 있는가.
번역에 따라 다음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은가
․ 측정하는 내용
․ 설문의 명시적․비명시적인 의미
․ 문제의 난이도

조사내용

- 서술형문제 1문항, 선택형 문제 20문항(총 60분)
- 설문, 청취(디스커션) (총 60분)

참가대학
및 학생

10개 대학, 75명

조사목적

- 개발한 조사표는 각국 학생의 배경정보 질문에 타당한 내용인가
-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조사표에 있어서, 동등한 배경정보를 묻고 있는가

조사내용

- 학생조사(30분)
- 교원조사(30분)
- 기관조사(30분)

참가대학
및 학생

1개 대학, 학생 6명, 교원 1명, 기관대표

테스트

배경
정보조사

출처: 東京工業大学(2012,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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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형 문제 예시 ] (도쿄공업대학 교수 출제)
○ 배경: ‘도쿄 게이트 브릿지’ 계획에서는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다리(교각)을 목표로 하여 여
러 가지 기술을 도입하였다. 경사면, 하중, 수평유지력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교각 중앙
부에 2개의 중심지지부를 배열, 설치하였다. 대지진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교각 대비 수
평유지력을 3배 증가시켜 7,00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하였고, 지지판에서도 패퍼라는 기
능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계측센서를 교각 중앙부에 삽입하여 계측 데이터를
생성하고, 비상사태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Q1.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이 교각의 설계상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 분
석하시오. (분석)
Q2. 이 교각의 사용년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고 그 효과를 설명하시오. (설계)
Q3. 만약 건설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에 관한 긴급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당신은 기술전문가로서 어
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서술하시오. (실행)
[그림 Ⅳ-3]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공학 분야 서술형 문항 예시(1)
출처: 東京工業大学(2012,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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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전문분야의 맥락 안에서 실시(일반 공학기술 평가)
｢○▲타워｣는 높이 634미터의 자립식 전파탑으로서 여러가지 최신기술이 도입외어 있다. (이하
생략)
Q1: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이 전파탑의 설계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간단하더라도 두 가지
를 제시할 것(분석)
Q2: 이 전파탑의 이용연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고 그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시
오(설계)
Q3: 만약 건설과정에서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당신은 기술자로서 어떻
게 행동할 것인지를 설명하시오(실제)
[그림 Ⅳ-4]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공학 분야 서술형 문항 예시(2)
출처: 東京工業大学(2012,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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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기초(AHELO 선택식 문제)
- 일본기술사회 기술사 제1차 시험 문항(도쿄 공업대학 교수 제공)
- 그림을 참조하여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의 유의각을 구하시오.
[그림 Ⅳ-5]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공학 분야 선택형 문항 예시
출처: 東京工業大学(2012, p.49)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교토대학 공학부에서는 고등교육개발추진센터와 공학부 신공학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문위원회가 연계하여 교육개선에 관한 조사와 교원능력개발(FD; Faculty
Development)에 관한 조직을 구축하고 수업 설문과 졸업연구 성과에 관한 연구 등을 실시하였다
(及川, 2010, p.113). 수업 설문에 관한 추적조사는 2005년도 입학생부터 공학부 전 학과에서 실시
하여, 학생성과 데이터와 수업설문의 항목평정과 참조를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는
추적조사의 대상으로서 학생이 졸업년도를 지나면서, 4년간의 학생생활을 총괄하는 학생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다(及川, 2010, p.114). 학생실태조사는 학생생활 전반과 공학부의 교육에 관한 포괄적
인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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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졸업시의 학생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학부 학생의 학생생활 양상과 활동을 ‘학생
이 인지한 학습성과로서 지식, 기술의 수준, 학생생활에의 적응감’ 등의 관련성을 통해 검토하였다
(及川, 2010, p.116). 이 작업에서는 지식과 기술은 학부교육성과의 한 측면으로서 교육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정의하고, 최근 학생 부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력면
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적응곤란과 함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적응곤란의 문제를 지적하
였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교토대학은 학부교육의 성과로서 인정되는 지식과 기술을 추가하여,
학생의 심리적응에까지 주목하게 되었다. 교토대학의 학생실태조사는 2009년 2-4월의 기간 동안 4
회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효회답은 남학생 632명, 여학생 50명으로 총 682명이었다(평
균연령 22.44 ±0.938세)(及川, 2010, p.117).
한편, 초년차 교육과 관련하여 도쿄공업대학교에서는 AHELO-FS의 일환으로 기계과 분야에서
창조성 육성학습수업, 기계공학계 리터러시의 구축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학 공학부에서의
신입생의 부적응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들이 대학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과 공학
논리를 구축한 수업을 구상하였다. 수업실시 후, 신입생 전원의 체험(수학과로부터 공학과로의 진
일보), 100% 수강 및 단위취득, 신입생 공학 학습 동기 축적, 2년차 이상의 기계공작과목과 설계제
도과목의 재편(공학기초과목 이수에 대한 여유), 2년차 이후의 창조성육성과목의 개발(일본기계학
회교육상수상) 기여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岩附, 2011, p. 11).
라) 문제점 및 도전 과제
AHELO-FS 참여 과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첫
째, 교수의 참여독려 작업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교수자의 본업인 교수와 연
구이외에 교수자들의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에 대한 분명한 명분과 AHELO 참여로 받을 수 있는 피
드백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았다. 둘째, 모멤텀 유지이다. 사업
특성상 수 년 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장기적 기획 일정은 고등교육 관련 학회의 관심과 참여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 셋째, 여러 번 지적된 평가도구의 번역에 관한 점이다. 실질적인 대응
번역(Substantive equivalence)을 위해서는 번역 과정에서의 유연성과 언어 및 주제의 광범위한 지
식을 필요로 하였으나, 학문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 외의 시행상
의 문제점으로는 일부 참여대학에서 학생 이름과 학번과 같은 개인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하여 데이
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등의 기술적인 면이 지적되었다(Fukaori, 2013).

KEDI 193

Ⅳ AHELO 본사업 추진 방향 탐색을 위한 국내외 동향 분석

마) 사업 성과 및 시사점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전문가들은 AHELO-FS에 참가함
으로써 학습성과(특히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공학분야)에 대한 공통적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HELO의 구성을 1)교육개선을 위한 방법으로서 참가
대학이 국제적인 벤치마킹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2)테스트 문제와 채
점 루브릭을 공표하여 커리큘럼 디자인에 관한 논의를 환기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로써,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한 것의 위에, 능력 틀에서 규정된 능력 클러스터 학력수
준을 분석하여 각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밝히는 것이 교육개선의 방향성에 관한 시사를 제시하는데
유용하다고 제언하였다(Fukaori, 2013).
｢학습성과 평가 효과에 관한 종합적 연구(2009-2011년)｣에서는 AHELO 도입이 대학에 미치는
의도적, 무의도적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제비교(일본, 중국, 한국, 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방법을 사용하였다(深堀, 2012, p.117). 특히 공학분야의 AHELO는
참조기준으로서 컨피던시를 구축하는 학습성과 평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深堀, 2012, p.131).
공학분야에서 국제적인 참조기준을 공용화하고 있기 때문에 AHELO 공학분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연결한 컨피던시를 측정하는 테스트 개발이 가능했다. 연구진은 이 점이 다른 전문분야에 비
해 공학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았다. 공학분야에서 AHELO를 도입함으로써 교육개선
의 구체적 상을 제시하고, 각 대학의 교원이 참조하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스스로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제시하
였다(深堀, 2012, p.121).
이를 요약하면 AHELO를 통해 일본이 얻은 주요 성과는 1)공학 학생의 역량과 학습 성과의 개념
적 틀 유형에 대한 국제적･실질적인 이해도 구축, 2)역량과 학습성과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데에
명확하고 혁신적인 합의(idea) 도출, 3)국제적인 팀과의 팀워크를 통한 유의미한 경험의 축적 등이
라 할 수 있다(NIER, 2013).

2) 일본 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동향
가) 제도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확인
□ 학습성과 평가도입에 따른 긴장 관계의 소재
학습성과 평가 도입에 따른 대학과 정책간의 관계를 분석한 부분(深堀, 2012)에서는 대학 질보장
시스템에 따른 새로운 접근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학습성과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실제 도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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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학 질보장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개념을 정리하고 각국에서의 학습성과를 중시하는 대학개혁이 진행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대학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대학의 거대화, 사적비용 부담의 증대, 글로벌화 등의 시점에서 정리하고 대학
의 질보장 시스템의 전체상을 일본의 사례에 근거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학습성과
평가를 질보장 시스템 안에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았다.
연구에서는 대학의 글로벌화에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는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대학시스템의 국제적용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글로벌화는 교육환경조
건과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존중하는 동시에, 학생의 학습성과의 국제적통용성을 담보하는 대학의
질보장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전술한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사업은 국제통용
성이 있는 학습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참가대학이 세계대학군 안에서 스
스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Ⅳ-6] 일본 학위프로그램의 설계･개선 사이클
출처: 深堀, 2012, p.16.

이와 관련하여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Tuning Information Point Japan 센터를 2013년 4월
개설하고, Tuning Journal of Higher Education 제1호를 2013년 3월 간행하는 등, 관련 작업에
적극 착수하고 있다(NI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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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튜닝의 세계적 동향
출처: 深堀, 2012, p.22.

나) 질보장 체제와의 관련성 검토
□ 학습성과에 기반한 대학교육의 질 보장
대학교육에 관한 질 보증 논의와 연구는 AHELO 참여를 결정한 이후 꾸준히 이루어졌다. ｢학습
성과에 기반한 대학교육의 질보장｣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표준성의 규정 형식
을 정의하였다. 연구에서는 질 보증 체제의 구성으로 ‘교육의 상호성, 층가성을 보증하는 구상의 추
진’을 제언하고, 출구단계(대학졸업)로서의 학습성과 평가의 지향점에 대하여 ‘인증의 투명성’이 중
요하다고 보았다(川嶋, 2010, p.22). 학습성과 평가의 과제에서의 일본적 접근으로, AHELO 전공분
야별(공학, 경제학)의 학습성과 평가의 개념구축은 튜닝 프로젝트에서 구축된 참조기준설정 접근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학생이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분야별 역량의 개
념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역량(하위분류)을 서술하고, 대응하는 학습성과를 정의한 후 구체적인 테
스트 문제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조직과 구성은 아직 시험적 단계에 있으나, 이로부터
도입된 표준을 확대･공유하여 학습성과 평가의 개발을 도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川嶋, 2010,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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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ELO 특필사례 비교연구
OECD 교육관련 워킹그룹페이퍼(Nusche, 2008, 深堀(2008) 재인용)에서는 AHELO 추진사례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과 학습의 질에 관한 책무성 자료
와 소비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회적 압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의 순위
는 학습성과에 관한 정보를 간과하고, 활용 자원, 개강 과목, 간행논문 수 등의 인풋, 활동, 연구 아
웃풋 등에 주목하는 경향임을 먼저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고등교육기관이 학생의 지식과 기능
을 향상하는데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교육의
질에 관한 비교가능한 정보가 정비된 국가는 적은 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등교육에서의 학습성
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각국에서 적용하는 지표의 특징에 관한 정보는 적다. 이에 비
교연구에서는 OECD 가맹국 및 연합국에서 이러한 영역에 대해 축적된 경험을 정리하였다. 18개 평
가 툴을 서술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존의 평가도구의 개념적, 조직적, 방법론적 특징을 정리
하였으며 고등교육에서의 학습성과 형태를 살펴보아 각국에서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밝혔다. 주목하
는 사례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영국, 미국 등이었다(Nusche, 2008, 深堀(2008) 재인용).
고등교육의 글로벌화와 질보장에 관한 연구에서도 AHELO를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학습형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질보
장에 착안하여 그 구체적인 교육개발방법을 밝히고자 교육의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 동향과 OECD의
교육표준화를 모색하는 조직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러한 움직임이 휴먼 캐피탈의 관점에 따라 교육
기관으로서의 능력개발은 해명하고, 각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조직과 형성적 평가와 e-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보장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제시하였다(Nusche, 2008, 深堀
(2008) 재인용).
한편, ｢교육성과에 관한 평가지표가 대학평가에 미치는 영향: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평가기
관의 조사를 중심으로｣(2010. 3. 31)에서는 AHELO 도입으로 대학의 평가기준이 보다 표준화적 측
면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학습성과에 기반한 학위과정 시스템적
종합모델: 학사과정교육의 구축과 대학원교육의 실적화의 본질｣ 연구에서는 학습성과평가 체제를
중심으로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설명하였
다(大森, 2010, p. 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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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적 분석 실시
□ 학생성과평가에 관한 국가적 수준의 연구 수행
대학교육의 대중화, 다양화, 학생의 다양화와 대학기능의 분화, 대학 질 보증 시스템의 중요한 변
혁 등의 분위기에 대응하고자 학생이 대학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였는지를 나타내는 학습성과를 대학의 졸업 단계에서 밝히는 학습성과 평가가 기존의 질보장 시스
템을 보완하는 접근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2006-2011년의 5개년 중기계획
에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고
등교육연구부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서, 2009-2011년 3년간 ｢학습성과 평가의 효과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실시하였다(深堀, 2012, p.2).
연구는 OECD의 AHELO 실시에 즈음하여 학습성과평가 도입에 대한 대학의 반응, 평가 도입이
대학의 질보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일본의 대학교육
질보장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09년 352만엔, 2010년 292만엔, 2011년 323만엔 등
총 965만엔(약 1억 2천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하는 중기연구로 수행되었다(深堀, 2012, p.3).
대학의 질보장의 새로운 접근으로서, 학생이 대학교육을 통해 어떤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였
는가를 측정하는 학습성과 평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동향에 근거하여 대학과 대학의 질보장 시
스템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정부･전문단체･대학이 학습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고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고, 대학에서의 교육체제 및 관리운영의 방식과 대학 질보장 시스템의 구성
과 중점사항의 변화 내용을 살펴 외국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深堀, 2012, p.16).
학습성과 평가는 1)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와 2)교육을 통해 습득할 것이 기대되는 학습성
과를 측정하는 것 등으로 나뉜다.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대학생의 학습성과･취업처･만족
도에 관한 조사, 교수가 설정한 교육목표･성과･평가의 구조 정합성에 관한 조정, 대학재정의 건전
성과 효율성 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대학교육의 결과로서 습득할 것이
기대되는 지식･기술, 태도를 어떤 범위와 수준까지 습득하였는가를 측정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학
생조사에 근거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행동성과에 관한 보고를 바탕으로 하는 간접평가와 시험･제작･
실기･관찰 등을 통한 학습성과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직접평가 등이 있다(深堀, 2012,
p.22).
학습성과 평가를 둘러싼 긴장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가정하는 것은, 학습성과평가의 첫 번째 목적
은 “교육개선”이라는 것이다(深堀, 2012, p.16). 교육개선으로서의 학습성과평가는 소위 PDCA 순환
모형의 첫 단계로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
수･학습 접근을 실천함으로써 학습성과가 확실히 습득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부단한 교육개선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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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종의 도구로써 활용한다. 학습성과 평가의 두 번째 목적은 “책무성”이다(深堀, 2012, p.16).
정부나 인증기관이 대학에 대하여 학생의 학습성과를 확인하고 보증하여 적격성을 판단하는 증거로
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는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는 교수와 대학에 의하여 상이한 의미를 지니게 된
다. 이른바 기술자교육인정기관의 인정기준에서는 ｢PDCA적 접근에 대한 명확화｣를 위한 기준항목
이 개정되어 “학습･교육 도달목표 설정과 공개”(기준1), “교육수단”(기준2), “학습･교육 도달목표의
달성”(기준3), “교육개선”(기준4)의 4항목이 설정되었다. 이 중 기준3을 보면, “수료생 전원이 프로
그램 전부에 대해 학습･교육 도달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적절히 보증”되어 있는
지를 심사한다(深堀, 2012, p.13).
표는 일본대학의 질보장 시스템의 전체상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에이전트, 대상, 타이밍
의 시점에서 정리한 대학의 질보장 접근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그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대중화, 사적부담의 증대, 글로벌화 등이 대학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중요한 역
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일본대학교육의 질 보증은 전통적 대학설치기준에 기반하여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사전규제적 접근을 취해왔으나,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1991년)과 준칙주의화
(2004년) 등에 따라 대학에서의 자기점검과 평가 및 인증평가기관에 의한 제3자 평가제도가 도입되
어(羽田, 2004, p.4), 이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사전규제와 사후확인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인증
평가는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교육목표를 표명하고, 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을 잘 개선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관점으로서 중시된다(深堀, 201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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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일본 대학 질 보장 체제 개관
에이전트
대상
설치인가
대학, 학부
자격인정
(프로그램)의
교육의 질에
대한 규제
자격인정 관찰

정부에 의한 규제

전문단체, 학회, 협회

화정인증(교직 등)

시장에 의한
규제
대학순위,
학교선택

인증평가(대학기준협
회), JABEE
자기점검･평가,
수업평가, 학생조사,
IR

국립대학법인평가

대학입시센터 시험

학습 피드백

대학 졸업수준

교수단체

대학기준협회

대학입학자격,
대학입시 중등교육
대학입학시험,
졸업수준
실시요강
학생의 질에
대한 규제

전문적 권위에 의한 동료규제

대학입학자선발
교육평가,단위인정

전문분야별
학습성과의 참조기준
학습성과의 참조기준
(중앙교육심의회),
(일본학술회의),
졸업인정
국가공무원시험,
의학부공용시험,
기술사시험
심리학검정

SPI, PROG,
TOEFL, TOEIC

출처: 深堀(2012, p.13), 羽田(2004, p.4)의 모델을 참조하여 작성

라) 학습성과 평가 실현
일본에서도, 각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도를 보다 적절하게 확인하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최
저의 지식･기술･태도의 습득을 보증하는 필연성이 강조되어왔다. 그 때문에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각 인증기관의 평가기준이 개정되어, 학습성과의 평가에 관한 기재사항이 추가되었다. (木村,
2012, p.2). 또한 현 단계에서도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간접적 지표를 언급하고,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요청을 받아들여 그 기준개정이 학습성과를 측정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의
툴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木村, 2012, p.3).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학사과정 공통의 학습성과에 관한 참조지침으로서 “학사력(学士力)”을
제언하였고中央教育審議会, 2008.9.11), 일본학술회의에서도 2010년에 전문분야별 교육과정에 참
조할 기준의 검토가 이루어졌다(中央教育審議会(2008.9.11). 이것은 일본에서도 참조기준으로서의
학습성과를 정의하는 것으로서, 대학교육의 범위와 수준의 표준을 지향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深堀, 2012, p.14).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OECD-AHELO의
구성에 대한 강한 관심과 함께 학습성과 평가의 개발과 도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여러 학문분
야를 대상으로 평가체제를 구축․실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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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튜닝 프로젝트
가) 튜닝의 개념
일본에서 “튜닝”은 “조정(調整)･동조(同調)”로 이해되어 일반적으로 튜닝프로젝트를 “동조 프로젝
트”로 일컫고 있다. 사전에 의하면 “tuning”은 “조율, 조정하기”이다. 이 의미대로, 튜닝 프로젝트는
“대학의 학위 과정에 획일성을 가져오거나 통제적 권위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참조표준, 수렴, 공통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튜닝은 학습 프로그램 (재)설계･개발･실천･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전문 분야별 참조 기준(학습 성과와 역량)을 개발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
을 한다(Vandamme, 2011. 10. 26).
일본에서는 유럽 고등교육계의 볼로냐 프로세스 (Bologna Process)의 유럽 고등교육권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 구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주목하였다. 볼로냐 프로세
스는 1999년부터 시작된 활동으로 2010년을 목표로 유럽 내에 있는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공통의 고등 교육권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인데, 2010년에 중간 점검이 이루어진 후 2020년을 목표
로 EHEA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크게 ① 이해하기 쉽게 비교 가능한 학
위 시스템의 확립, ② 2주기 대학 구조 (학부 / 대학원) 구축, ③ 단위 호환 제도의 도입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유럽 학점 교환 시스템” (현재는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되고있다), ④ 학생, 교원의 이동 촉진, ⑤ 유럽 수준의 질 보장, ⑥ 고
등 교육에서 유럽 차원의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Vandamme, 2011. 10. 26).
이 안에서 튜닝 프로젝트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대학과 각 학문분야
(Subject Area) 전문가가 관여하는 프로젝트이다. 각국의 각 학문분야에서 서로 어떤 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비교 가능한 학위 체계, 단위 호환 제도 등의
도입은 불가능하므로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深堀・竹中, 2012). 이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TUNING Educational Structures in Europe｣으로서 40여 개 이상의 학
문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튜닝 프로젝트 Web 사이트에서는 각종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
에서는 ｢Tuning Educational Structures in Europe Universities contribution to the Bologna
Process - An introduction -｣를 자국어로 번역･간행하였다(深堀・竹中, 2012).
튜닝 프로젝트에서 교육프로그램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深堀・竹中, 2012, p.19).
∙ 학위는 학습 능력, 수준, 학습 성과, 역량, 프로필의 각 영역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 학습성과는 학습자가 학습 경험을 종료 한 시점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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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예상되는지를 명시한 것이다.
∙ 학습성과는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역량 수준’의 형태로 표현된다.
∙ 역량은 인지적･메타인지적 능력, 지식과 이해, 대인적･지적･실천적 기술 및 윤리적 가치가 유
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 역량은 모든 과목을 통해 육성된 학습 프로그램의 여러 단계에서 측정되는 것이며, 전문 분야
고유의 것도 있고, 범용적인 것도 있다.
튜닝의 중핵개념인 컨피던스와 학습성과에 대해 정의해 보면, 컴피던스는 지식, 이해, 기능, 능력
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종합적 성과로서 학생이 습득하는 것을 말한
다. 그리고 이것은 학술성을 기반하여 응용가능성과 시민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에 튜닝에 있어
서 대학교육의 참조기준으로서의 컨피던스는 졸업생, 고용주, 대학교수 등의 협의에 의애 결정된다.
전통적인 대학에서는 대학이 어떠한 교육을 하는가는 교수가 학술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었지
만, 튜닝은 학생이 무엇을 배울까를 학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고용가능성과 시민성의 관점에서 추
가하여 대학과 사회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한다(深堀・竹中, 2012, pp.23-24).
튜닝에서의 학습성과라는 것은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체적 지
식, 기능, 태도를 가리킨다. 대학은 여러 가지의 학술적, 직업적 프로필에 기반하여 달성해야할 컨
피던스를 정하고 그 습득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과목을 배치한다. 그
런 과정 안에서 교수는 목표로 하는 컨피던스에 대응하는 학습성과를 과목의 교육목표로 하고, 그
습득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교수, 학습, 평가의 관점을 선택하여 실천한다. 단위인정
은 단기의 학습성과가 습득된 경우에 한하고, 학습성과의 습득은 측정가능한 것이어야 한다(深堀・
竹中, 2012, pp.31-33). 이렇게 컨피던스를 학습성과에 기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단위인
정을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등가성과 호환성을 보증할 수 있다.
한편 튜닝은 학습성과에 기반한 대학교육의 질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튜닝은
그 취지에 찬성하는 대학, 학부(프로그램)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성되고 전개되는데, 유럽 고등교육
권 내에서는 널리 퍼져있고, 남미, 북미, 러시아, 그루지아, 미국 등지에서도 잘 잘려져 있다. 튜닝
에서 축적된 전문분야별 참조기준의 설정의 접근은 앞에서 말한 OECD-AHELO에서도 활용되고 있
다. 튜닝방법이 출구단계에서 통일적인 학습성과 평가의 개념으로 조직되어 활용되어야 한다(木村,
201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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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튜닝의 활용
일본에서 이 튜닝의 개념은 ‘일본학술회의’에 관련된 각 학회가 세부 내용 책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튜닝개념은 참조기준의 결정 방식에도 반영되고 있어 향후 일본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深堀・竹中, 2012, p.35).
튜닝을 통한 일본 내에서의 성과는 질 보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
는 효과가 있다는 점, 교육과정을 체계화 단위 가산 모델에 따라 수직 연속성(학사 → 석사 → 박사)
과 가로의 연속성(대학 간 이동)을 확보할 수 있고 전학, 편입, 복학을 촉진하며 사회경험이 있는 사
회인 학생들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학위 수여 건수가 증가한다는 점으로 나타난다. 국제적인 성과로
는 단위 및 학위의 비교 가능성과 호환성 확보, 상호 인증 기반의 확립으로 국제 표준에 입각한 교
육의 질 보증에 대한 인센티브 증가, 학술적으로 다양한 학위의 수여, 연계 학위의 증가와 같은 장
점이 있다. 즉, 튜닝은 교육의 국제 품질 보증을 제공하며, 교육 과정 교류를 증대시키므로 이러한
이중의 효과를 통해 상호 연동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국제화, 고등교육 접근 확대, 질 보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에 일본은 주목하고 있다.(深堀・竹中, 2012, pp.135-138).
다) 튜닝과 학습성과와의 연계
문부과학성의 ｢고등교육의 국제적인 질보장에 관하여: 대학의 실천적인 기술자교육에 관한 협력
자 회의 교육내용에 관한 워킹그룹(2009. 10. 26)｣에서는 각 분야별 학습성과의 기준을 고찰한 바
있다. 워킹그룹은 각국의 인증인정기관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능 피저빌러
티를 실시하여, 학습성과의 정의에 참고하기 위해 유럽에서의 커리큘럼 조정인 튜닝 프로젝트를 공
학 및 경제학에서의 학습성과의 기본적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경제학 관련 학습성과의 고찰
회의에서는 경제학의 학습성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 활용, 데이터의 효과적 이용과 양적 방
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습스킬의 획득을 강조하였다(文部科学省AHELO-W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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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일본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교육내용의 질 보장 개념도
출처: 문부과학성 홈페이지(文部科学省AHELO-WG, 2009).

라) 관련 정부 정책 사업 추진
문부과학성은 ｢대학에서의 실천적 기술자교육의 구성에 관한 협력자회의｣를 2009년 6월 설치하
고(文部科学省AHELO-WG, 2009), 기술자교육의 충실, 실천적 교육의 필요성, 목표로 하는 기술자
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후 2010년 6월 ‘대학에서의 실천적인 기술자 교육의 구
성’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목표로 하는 기술자상’에 도달과정을 학습성과의 관점으
로 구체화하고 학습성과 평가지표에 관하여 대학에서의 실천적인 기술자교육에서의 학생의 공통적
도달목표(최저한의 기준)을 보여주는 ‘분야별 도달목표’의 설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다(鈴木, 2011). 이와 관련하여 문부성은 2010년 선도적 대학개혁추진수탁사업 ‘기술자교육에 관
한 분야별 도달목표설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공모하였다. 치바대학에서는 교육내용에 관한 워킹그
룹과 협력자회의위원 중심으로 이 사업을 분석하고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 9월부터
이 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木村, 2012).
또한 문부과학성 ｢2012-2013년도 선도적 대학개혁추진 위탁사업｣에서는 대학에서의 기술인 교
육의 ‘분야별 도달목표’를 설정하고, 공학의 기간분야의 도달목표를 판단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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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튜닝 속 공학 분야별 도달목표에 기반한 분야별 교육과정 개념도
출처: 木村(2012. 8, p.53).

마) 대학교육의 운영과의 연계 추진
일본은 2008년 4월부터 교육 연구 목적의 명확화를 도모한다는 목표아래 대학은 학부, 학과 또는
과정마다 인재 양성에 대한 목적 기타 교육 연구 목적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공표(대학원은 대학원
설치 기준의 개정에 따라 2007 년 4 월부터 대학원 또는 전공마다 같은 취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성적 평가 기준 등의 명시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은 학생들에게 수업 방법 및 내용 및 연간
수업 계획을 미리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석사 성과에 관한 평가 및 졸업 인증 있어서는 객관성과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그 기준을 미리 시간표에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당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성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文部科学省研究振興局振興企画課
学術企画室, 2009).
과정의 국가별 설치 허용은 학위의 종류･분야의 변경을 수반 학부, 연구과 등의 교육 연구상의
조직의 설치･변경 등에 대해서 시행하고 완성 년도 이후의 담당 교원과 교육 과정의 변화는 각 대학
이 판단한다. 따라서 설치인가는 해당 대학이 특정 학위를 부여하기위한 교육 과정 (학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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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담보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 내용이나 성적 인
증을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川嶋, 2010). 2004년 4월부터 도입 된 인증 평가 제도
에서도 단위 수여 및 성적 평가를 포함하여 민간 단체를 통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활동을 대학의 교원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원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는 판단 아래 수업 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기위한 조직적인 교육 및 연구(FD)를 실시하고 이
러한 조치를 통해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장려하고 있다(文部科学省研究振興局振興企画課学術企
画室, 2009).

[그림 Ⅳ-10] 일본 내 고등교육 학습성과 관리 단계
출처: 川嶋(2010, p. 5).

현재 대학 개혁의 주요 지표 ｢대학 교육의 질 보증에 관하여｣(중앙교육심의회)는 그동안 ‘학부 교
육의 구축을 향해’(2008 년 12 월)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대학 교육의 질적 전환을 향해”(2012 년
8 월) 등의 답신에서 “학사 힘”과 석사 시간 등 학문 분야 사이에 공통되는 ‘대학교육의 질’을 주로
도마에 올랐다(木村, 2012,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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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5월에 문부과학성의 의뢰를 받아 일본학술회의에 설치된 ｢대학교육의 분야별 품질
보증 내용 검토위원회｣는 3개 분과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0년 7월 ｢대학 교육의 분
야별 품질 보증의 내용에 대하여｣라는 답신을 제출하였다(大森, 2010).
이 답변 중 일부 ｢분야별 품질 보증 프레임 워크에 대해｣에서는 ① 각 학문 분야의 고유한 특징
② 모든 학생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 ③ 학습 방법 및 학습 성과의 평가 방법에 대한 기본 사고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분야별 교육 과정 편성의 참조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참조기준은 대
학 교육의 자주성･자율성의 존중, 학생의 입장에 대한 배려, 학생의 진로의 다양성과 사회적 요청의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수업 과목이나 습득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문 분야에서
가장 핵심 “세계 인식의 방법,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및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공부를 통해 획득 할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능력을 문장으로 설명하는 형식이다(大森, 2010).
이후, 2011년 6월에는 일본학술회의에서 ｢대학 교육의 분야별 품질 보증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
다. 위원회 내에는 현재까지 경영학, 법학, 언어･문학, 기계･공학, 수학･과학, 생물 과학, 가정학의
각 분야에 대한 검토 분과회가 참조 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이들 중 여러 분야에
서 참조기준 완성이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다(NIER, 2013).

2) 튜닝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본 대학 사례
가) 히토츠바시 대학(一橋大学) 튜닝센터
튜닝작업은 대학 교육 과목과 코스의 도달 목표, 양성되는 역량, 교육에 필요한 리소스를 명확하
게 정의하고 이를 대학 간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 학생과 연구의 대학 간 교류를 촉
진하는 과정이다. 튜닝에 의해 교육 과정의 비교 대응과 호환성이 확보되어 단위 조직과 국가를 넘
어 가산･누적되며, 복수 학위 및 공동 학위의 학문적 의의도 확립된다. 일본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주, 러시아, 호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작업이 유학 및 연구 교류의 기회를 증대시키려는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도입 과제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木村, 2012).
2011년 4월, 야마우치 진수 히토츠바시 대학 총장은 대학 운영의 기본 방침 ｢히토츠바시 대학 계
획 135 -“스마트한 가교”의 확립을 목표로｣를 발표하고, 교육의 고도화, 국제화,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2011년 3월 11일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을 재건하기 위해
135계획을 실천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 실현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대학 전략 추진 사업으로
튜닝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히토츠바시 대학에서는 현재 국제 경쟁력이 있는 ‘문리･공명형 인재’육성
을 목표로 국내 협력 대학을 중심으로 학점교류를 추진하고 동시에 해외 유수 대학과 교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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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구축하였다. 히토츠바시대학은 그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영역을 교차하는 수평적 융합
을 확충하는 한편, 상위 과정의 수직적 전환을 쉽게하는 ‘종횡 튜닝’에 집중하고 있다(一橋大学大学
戦略推進事業團, 2013).
이 대학에서는 사회 과학 분야의 고급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이 높은 학위를 수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파트너 대학과 전세계의 튜닝 네트워크 조직
과 연계하여 튜닝을 연구, 실천,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튜닝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이 안에서 튜닝센터는 교육과정의 조정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그 필요성으로서 “유학 및 연구 교류의 기회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 학술적 의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서는 튜닝, 즉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대학 간 교과 및 과정의 도달 목표, 학습 내
용에 대한 정의, 학습을 통해 양성되는 능력,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과정 수료 후의 성과 확인 등
을 상호 참조 기준으로 공유함으로써 국제 공통 이해에 기반한 과정을 설계하고 학위 인증의 기반
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一橋大学大学戦略推進事業團, 2013). 이러한 기반에
서는 학과 단위를 개별 대학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국가를 넘어 가산 누적 단위 제도를
설계하고 전학･편입･복학이 용이해져야 한다는 것과 이에 따라 대학은 교육 과정의 동등성과 호환
성을 확보하고, 복수 학위 및 공동 학위 등의 연계 학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인의 재교육에
도 충실히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튜닝은 대학 교육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보장, 사회인 학생의 증가 등 다각적 인 효과가 있다. 그리하여 많은 대학에서 주요 과제가 되고 있
는 세 가지 정책, 즉 학위(디플로마) 정책, 교육 과정 정책, 입학 정책 수립과 실천에 튜닝 작업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튜닝센터와 관련하여 히토츠바시 대학에서는 2010년도부터 GPA를 본격 도입하였다. 이전에도
일정 GPA 값이 졸업요건이었으나, 이제는 이전보다도 성적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부여한 성적
의 신뢰성이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튜닝을 통해 각 분야에서 기대되
는 학습 결과, 양성하는 역량, 학습 및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정의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성적 평가
의 투명성과 설명력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一橋大学大学戦略推進事業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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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튜닝의 기능과 효과
출처: 히토츠바시 대학 홈페이지(一橋大学大学戦略推進事業團, 2013).

튜닝의 성과는 기준점과 단위 가산 모델로 학내･외에 제공되므로 교수는 이를 자원으로 국제 표
준에 맞는 수업 설계 및 성적 부여를 할 수 있다. 튜닝은 수업이나 학습 내용과 성과가 보다 명확하
게 드러나게 되고, 교육 과정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므로, 히토츠바시 대학에서는 센터
사업을 통해 대학 평가･학위 수여기구의 조언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튜닝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재학
생 및 학부모, 납세자 등 사회에 대한 대학 교육의 책임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一橋大学大学
戦略推進事業團, 2013).
히토츠바시 대학의 활동은 2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2012년-2014년)에서는 선진 각국의 튜닝
및 가산식 단위 제도의 개발･운용 상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튜닝을 실천하는 대
학이나 기관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튜닝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를 유럽과
북미에서 초빙하여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실제 튜닝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일본의 연구원을 유럽 및 호주의 튜닝 주재 대학에 파견하여 튜닝 운용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
다. 이러한 활동은 이 대학이 구축해온 유럽･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또한
EU, 미국, 호주의 튜닝 프로젝트와 연계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2013년도 중반부터는 상학, 경제
학, 법학, 사회학을 대상으로 실제 튜닝을 시작하여 각 연구과의 대표 교수진 및 고등교육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설치하고, 그 교수가 창구가 되어 각 분야의 교수와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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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로서 튜닝 지침 기준점 국제 교과 과정 프
로그램 모델 등의 내용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성과를 정리하여 연구회 및 심포지엄
을 개최하여 학내･외에 보고하는데, 2013년도에는 아시아 주요 대학의 학위제도, 단위제도, 교육과
정 내용의 조사 연구를 통해, 아시아권의 튜닝 모델을 개발하여 보고할 계획이다(一橋大学大学戦略
推進事業團, 2013).
두 번째 단계(2014-2016년)에서는 기준점이 정의된 분야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배우고 또한 단
위 가산 모델을 테스트 한 유학 교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학 교류는 학내 기존의 해외 파견 유학
제도와 장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각종 유학 장학금 제도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튜닝 과정 운영
1년 후부터는 조정의 내용과 효용 특히 단위 및 학위의 비교 대응성, 기준점의 실적, 통용성, 복수
학위 등의 연계 학위 설치 내용 및 건수, 교육의 질 보증에 공헌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를 분석하는데, 그 결과는 차기 사업 내용과 운영에 반영하여 PDCA 사이클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
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최종년도인 2016년에는 실천과 평가를 거듭한 결과로 최종 모델을 작성･공표하게 된다. 또한 히
토츠바시 대학이 참여하는 4개대학 연합(히토츠바시대학･도쿄의과/치과대학･도쿄외국어대학･도쿄
공업대학) 및 타마 지구 5개 국립대학(히토츠바시 대학･도쿄외국어대학･도쿄학예대학･도쿄농공대
학･전기통신대학)을 중심으로 평가사업자를 형성하고 대상 분야를 공학 및 자연 과학으로 확대하는
토대를 형성할 계획도 있다(一橋大学大学戦略推進事業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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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히토츠바시 대학의 튜닝센터 운영 계획 개요
출처: 히토츠바시 대학 홈페이지(一橋大学大学戦略推進事業團, 2013).

나) 품질 보증의 자율적 노력 FD 강연회 개최
튜닝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의 품질보장과 그에 대한 교수의 노력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오
츠마 여자대학(大妻女子大学) 교수역량개발(FD)위원회(위원장 오오바 유키오 총장)는 2010년 7월
23일 FD 강연회 “대학 교육 분야별 품질 보증 - 일본 학술회의 검토 - ”를 개최하였다(大妻女子大
学, 2010). 이 강연은 “2008년 12월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학부 교육의 구축을 향하여｣를 계기로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질이 보장된 ‘학사력’의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학술회의에서는 2013년
까지 3년간에 걸쳐 약 30여 개 학문 분야별 교육 과정 편성에 대한 참조 표준을 만들고 이를 모든
학생에게 습득하게 하여 학생이 전공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소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
다”는 점을 확인･강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강연회에서는 기준편성과 관련하여
“대학도 학습지도요령(교수학습요강)을 만들면 된다”거나 “전국 통일 졸업시험을 실시하자”라는 등
의 획일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학교육 전문가들이 “참조표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大妻女子大学, 2010). 참조표준의 형성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고 대학에서
학생의 교양 형성과 직업교육 등을 포함하여 4년 재학 중에 어떤 학생을 기르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인가와 같은 사항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이 촉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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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강조되었다(大妻女子大学, 2010).
다) 분야별 참조기준과 질보장의 구축
일본학술회의에서는 대학교육의 분야별 질보장 구성 검토위원회를 발족하고(위원장: 국제기독교
대학 교수 기타하라(北原和夫)) 학문분야별 참조기준과 대학교육의 질 보증에 관한 검토작업을 수행
하고 있다(中央教育審議会(2010.6.7).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에서는 분야별 참조기준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2008년 12월, 중
앙교육심의회는 ｢학사과정교육의 구축을 위하여｣라는 답신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대학 대
학 졸업자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것으로써, 대학의 교육연구상의 목
적과 건학정신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추상적이기 때문에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익혀야할 학습성과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되었다. 답신은 이에 대한 최종 답안으
로 ‘학사력(学士力)’을 제안하였다(中央教育審議会, 2009.3.10).
이 학사력 개념에 대해, ‘학사력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것을 분야별 교육을 통해 어떻게 기를 것인
가, 학사과정 및 각 분야의 교육에서의 최저한의 공통성이 당연히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결하
고 ‘여러 학문분야가 공유해야 할 고유의 특성을 적절하게 기반을 두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일본학술회의에 대학교육의 분과별 질 보증 방식에 관한 회의(연구분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中央教育審議会, 2009.3.10).
일본학술회의는 일본 연구자를 국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일본학술회의법 제2조)으로서, 정부
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동법 제3조)하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조직으로서 3개 부문에 30개 분과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3개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는 질보
장 검토분과회(어떤 구성으로 질보장을 행할 것인가?), 교양교육･공통교육검토분과회(교양교육･공
통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대학 및 직업 연계 검토분과회(교육의 질 보증에 관한 노
력들이 취업(특히 인문계열)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中央教育審議会,
2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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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대학교육에 대한 일본학술회의 역할
구분

역할

결과보고서

질 보증 검토분과회

학술회의로서 주요한 학문분야별로 ‘교육과 학사 과정 교육에서의 분과별 능력형성기능
정 편성상의 참조기준’을 정함
강화

교양교육･공통교육
검토분과회

시민교육으로서 교양교육과 그 현대적 부흥
분야를 초월한 시민협동정신의 배양
을 도모

대학 및 직업연계
검토분과회

전문분야의 교육과 그 직업적 가치를 향상
전문적 지식･기능이 존중되는 사회 구축
시킴

→ 21세기의 ｢협동하는 지성｣을 배양하는 학사과정교육의 질 보증 달성
출처: 中央教育審議会(2010.6.7, p.5)

회의에서는 분야별 교육과정 편성상의 참조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참조기준은 크
게 9개의 내용으로 제안되었다(中央教育審議会, 2010.6.7. p.65-70).

(1) 대학교육과 학생 진로의 다양성
동일분야 안에 어떤 과정을 설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전문교육중시 대학과 교양교육중시 대학
이 대학교육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점과 대학졸업생의 진로가 다양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전체에 공유된 분야별 요구능력개념이 없다는 점(대학-직업의 비연계) 문제이다. 따라서 현실
적 입장에서 보면 핵심 교육과정과 최저수준, 평균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학문과 교육자
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는 각 교과목의 학습 내용 정의가 필요하
다(中央教育審議会, 2010.6.7. p.65).

(2)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 의학교육의 핵심 교육과정(core curriculum)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배
워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구비해야하는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기반한
정의이다. 그러면‘○○학’의 핵심 교육과정 또는 최저 도달수준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사회의 요청
과 능력수준에 대해 함의가 존재하는가?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 등의 질보장 요청이 있는데, 그 내용
은 사회인으로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일반능력(generic skill)을 말한다. JABEE는 이를 ‘기술
자로서 구비해야 할 자질 형성을 보증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필수사
항으로서 중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덧붙여 학문･교육자 간에 이론으로서 자기완결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다양한 학생이 사회현장을 경험하는 과정에 의미있게 배워야
할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각 대학이 스스로 현 시대에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데, ‘○○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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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 전적으로 대학에서 공유해야할 필요가 있다(中央教育審議会,
2010.6.7. p.66).

(3) 영국의 Subject Benchmark Statement(1): 참조기준에 참고
참조기준의 설정에 대해, 영국의 체제를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현재 57개 전문분야에
대해 책정(Accounting, Agriculture, Anthropology …Youth and community work)하고, 학위기
준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전문분야의 학문공동체가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한 것으로서,
교육프로그램 디자인의 유연성과 이노베이션을 허용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분야의 정의
(Nature and extent of subject), 학습해야할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의 지식･능력･기술(knowledge,
understanding and skills), 교육･학습･평가의 방법(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 최소
한계(threshole) 및 표준(typical) 수준으로서의 학위의 참조기준(Benchmark standards) 등을 말
한다(中央教育審議会, 2010.6.7. p.66).

(4) 영국의 Subject Benchmark Statement(2): 차이점의 고려
일본대학교육 구조와의 차이점은, 영국은 기본적으로 한결같은 전문교육체제로서, 일률적인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학위의 등급이 존재(Typical, Threshold)하고 있으나, 일본은 전문교육과 교
양교육이 어우러져 있어 본격적인 전문교육은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며, 국공사립이 구분되는 설치형
태에 학위는 단일한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의 ‘학사과정답신’이 지적하는 문제는 수직관계의 교수학습 운영이 학
생본연의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방해가 되고, 학사과정교육은 전문분야를 배우기 위한 기초교육과
분야를 초월한 보편적･기초적 능력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전문분야의 학습을 통해 어떠한 학
생이 학습성과를 습득할 수 있는가 하는 점, 개개인의 교수가 지향하는 바가 학생의 관점을 배려하
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기초･기본 등의 사항을 습득해야 한다(中央教育審議会,
2010.6.7. p.66).

(5) 교육의 질보장에 관한 기초적 생각
대학은 각 분야의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조정(튜닝)하고, 그 학습목표를 실현한
다는 관점에서부터 실제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한다. 학습목표는 학습자로서 학생의 관점을 세우고
무엇을 배울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교육의 질보장’
사이클은 각 학문분야의 특성과 대학의 이념 및 현실로부터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세우고, 학습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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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습방법･학습성과의 평가방법을 설정한 후 교육과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사이클 전체를 점검･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中央教育審議会, 2010.6.7. p.68).

(6) 참조기준의 구체적 내용
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교육과정편성을 참고하기 위해 분야별로 참조기준을 정한다. 참조기준은
1) 각 분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학문 세계의 인식방법과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2)
모든 학생이 습득해야 할 ‘기본적 소양’으로서 기초적 지식과 이해, 분야별 고유 능력, 일반적 능력
등, 3) 학습방법･학습성과의 평가방법의 기본체계(지식과 이해를 활용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서의 학습방법의 중요성), 4) 시민성의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과 교양교육 등을 일컫는다(中央教育審
議会, 2010.6.7. p.68).

(7) 모든 학생이 배워야만 하는 기초적 소양
기초소양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기본적 지식과 이해,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차
원에서의 기본적 능력 등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적 능력을 조정(튜닝)한다
는 것은, 그것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용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맞추는 작
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직업생활에서 직업상의 전문능력에서 일반적 능력까지의 능력들, 공공적
인 문제에 관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이 가능한 능력들,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 생활에 관한 것
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치관･윤리관 및 지적좌표축을 형성하는데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다, ~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등을 나타낸다. 분야별 특
성에 기반하여 학사과정교육의 중핵으로서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사항을 가르치는 것을 항목의 수
와 연계하여 조정한다. 각 대학은 여러 이념과 상황에 기반하여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보편성
에 기초한 일정한 폭에서 개념으로서 기술한다(中央教育審議会, 2010.6.7. p.69).

(9) 각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참조기준의 활용
향후, 분야별 참조기준은 당면한 주요분야 30개 정도의 분야에서 3년간 기간을 통해 설정할 예정
으로, 필요시 추가할 여지를 두고 있다. 학제적･복합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해당과정을 구성하
는 ‘원천분야’의 참조기준을 유연하게 구성하여 활용한다.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에 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정도로 확입한 분야로서 인식되어, 계통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충분
히 예정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개별적으로 ‘분야’로서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각 분야에서의 참조
기준 설정은 관련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고, 대학의 다양성이 적절한 형태로 대표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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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교수나 직업전문가 또는 기타 인접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앞으로 전문교육과 교양교육의 본질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전문교육의 능력형성기능을 강화하고,
직업적 의미의 관점을 부여해야한다. 각 분야에서는 기본적 소양으로서, 학생이 배워야 할 능력을
조정(튜닝)하고, 학생이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명확히 해 주어, 직업능력의 기반형성을 확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 대학교육에서 학습성과와, 전문적인 지식･기능의 의미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축하여
대학과 직업의 연계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역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
다. 결국 학사과정교육의 큰 그림은 직업인으로서의 능력기반을 위한 자질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 두 가지를 개인 안에서 통합하는 것이다.
질보장을 위한 대학 커뮤니티의 상호지원체제는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앞으
로, 각 대학에서의 체제 확립을 위해, 학술회의와 함께 각종 학회･협회 및 대학횡단적인 FD단체,
그리고 국공사립 대학단체와 인증평가기관 등 대학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폭넓은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中央教育審議会, 2010.6.7. p.70).
이러한 참조기준의 고려사항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3] 분야별 교육과정편성의 참조기준: 각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활용
출처: 中央教育審議会(2010.6.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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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질 보장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부담 방식
출처: 中央教育審議会(2010.6.7. p.14).

라) 세부 학문분야별 참조기준 마련 노력

(1) 공학
공학분야에서는 튜닝을 통해 학습･교육목표와 기준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학분야에서 학습･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NIER, 2013).

A: 다면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능력 습득
A1: 인간 및 지구, 지역환경에 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에 기반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설명
하는 것.
A2: 과학기술현상과 장래희망의 다면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
B: 기술자이론의 습득
B1: 기술자가 조우할 이론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
B2: 윤리적 문제에 대해 기술자로서 책임을 갖고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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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문학
일본학술회의는 어문학 분야 참조기준 마련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을 2012년 7월 17일 개최한 바
있다. 학술회의 어문학 분과회에서는 참조기준 마련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NIER, 2013).
“언어･문학은 오늘날의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학교육 내에서 그 위치
는 종종 불명확하고 안정성이 부족하다. 언어･문학은 인간의 정신 생활과 사회 생활의 근저에 있
고, 모든 학문 그리고 문화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자 그 자체가 학문이라는 이중성을 가
지고 있으며, 전문 교육과 교양 교육 공통 교육 모두에 걸쳐있다. 실제로 대학 설치 기준의 대강화
이전을 생각하면, 어문학은 일반 교육 인문 과학 및 외국어에 속하는 학과로 대학 1-2학년의 전기
과정 교육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대학 설치기준 대강화에 따라 그 위치는 사라졌다.
기초학문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전문 분야로서 언어･문학이 별도의 학위를 갖게 되거나 전공 명칭이
자유화 된 이유와 더불어 학과개편･통합･신설 등에 따라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대학이라면 언어･문학 공부에는 개별 언
어의 고급 운용 능력 특히 지식의 수련을 통해 언어의 공공적 사용 능력을 개발･개량하고, 언어 예
술로서의 문학을 배울 통해 인문적 교양을 몸에 익혀 인간과 시민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의의가 있
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어문학 분야의 참조기준은 ‘대학교육의 분야별 질 보증 추진위원회 언어･문학 분야 참조 기준 검
토 분과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발표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NIER, 2013).

(3) 경영학
경영학 분야에서는 공통화 루브릭을 통한 학습설계를 고안하여 학습목표와 학과목표의 범용화를
도모하고 있다(濱名, 2010,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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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루브릭의 공통화
출처: 濱名(2010, p. 65).

[그림 Ⅳ-16] 교육과정의 참조기준과 각 대학의 실제 교육과정 편성의 관계
출처: びわこ成蹊スポーツ大学(2012).

이 외에도 수학/과학분야와 법학분야의 위원회에서 참조기준의 초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10
여개 이상의 학문분야에서 참조기준의 완성을 목표로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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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일본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를 통해 1)고등교육 학습성과 국제평가는 교육자들로 하여
금 국제적 벤치마크 및 교수법 개선 등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2) 서술형 문항은 어
떻게 사고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개방성(open-endedness)과 정확성의 균형을 필
요로 한다는 점, 3) 예상되는 학습성과의 수준과 영역에 대한 일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채점작업과
채점 루브릭 개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다(本間, 2010). 그리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참여대학에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는 점도 밝혀졌다. 앞으로는 테스트 실행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 매뉴얼 및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예제를 포함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세부 운영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온라인) 실행상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충분한 일정과 자원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NIER, 2013).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AHELO의 교육개선 효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문부
과학성은 사업보고서에서, 참여대학이 평가도구 및 채점 루브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교과과
정 설계에 대한 논의를 교수법 및 학습법 혁신과 연계함으로써 AHELO가 교육 개선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文部科学省, 2012).
그런데 여기에서 학습성과 평가가 제공하는 객관적 정보는 교육개선 시도가 적절히 기능하고 있
는지와 학습성과가 확실히 달성되고 있는지의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게 된다. 결국, 학습
성과 결과의 도입은 학습성과 평가가 제공하는 객관적 정보가 높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
를 넘어서서, 그 정보가 얼마나 활용가능한가에 관한 문제로 정리되어야 한다(深堀・竹中, 2012).
AHELO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고등교육의 질보장과 참조기준 마련에 대해 범세계적인 진행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있다. 일본 내에서 초기에는 질보장은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안에서 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개념이었다. 일본에서는 질보장이 평가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본다. 일본에서는
연구평가는 질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대학설치인가는 질보장 제도의 하나이다
(大森, 2010, p.73). 일본의 대학교육 질보장은 전통적인 대학설치기준에 근거한 교육환경을 정비
한 사전규제의 접근방식이었다. 그런데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1991년)과 준칙주의화(2004)에 의
해, 대학에 있어서의 자기점검･평가 및 인증평가기관에 의한 제3자평가제도(인증평가)가 도입되어,
현재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사전규제와 사후확인으로 구성된 접근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인증
평가에서도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교육목표를 표명함과 동시
에, 그 달성을 위해 부단히 교육개선을 도모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중시해 왔으나 최근에는 각
대학의 교육목표의 달성도보다는 적절성을 확인하고,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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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태도가 습득될 것을 보증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大森, 2010, p.74). 이것은 일본에서도 학
습성과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툴의 개발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내의 대학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품질 보증, 참조기준 등에 관한 하나
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면서도, 각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九
州工業大学, 2011).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조기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과 이것을 어떻
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규모 대학들은 이에 대한 센터 설립이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부
담 등이 자신들의 역량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今西, 2009). 이에
대학의 특색을 반영한 참조기준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鈴木, 2011, 木戸, 2012).
AHELO를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가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구축된 각국 고유의 대학
질보장 시스템이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확대, 사비부담의 증대, 글로벌화 등
의 변화 안에서 충분히 그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데에 있다(Vandamme, 2011).
이러한 변화는 일률적으로 각국에 위협이 되고 대학과 대학질보장 시스템이 변용되는 원인이 되었
다. 따라서 AHELO와 같은 국제비교평가에서는 각국 대학의 질보장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
에, 학습성과 평가의 효과도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 호주
1) 호주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개선33)
가) 정책 배경
최근 호주 정부는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요구와 연계하여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 장기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현 정책의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 검토를 추진하였다. 본 검토는 Denise
Bradely 박사를 필두로 한 자문위원회가 주관하였고 2008년 12월, 자문위원회는 호주 고등교육 기관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6개의 건의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검토연구 책임자의 이름을 따
라 Bradely 보고서로 명명된 동 보고서를 토대로 이후 호주 정부는 “호주 고등교육 시스템의 혁신 10
개년 종합 혁신 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개혁 방안은 수요주도형 재정지원 시스템(demand driven

33) 이하 내용은 호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DEEWR)가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정책
설계를 위해 작성한 DEEWR(2011b). Assessment of Generic Skills: Discussion Paper.를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기술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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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system) 도입과 고등교육 질 관리 기관(Tertiary Education Quality and Standard
Agency: TEQSA) 설립, 고등교육 기관 수행 결과와 연동한 재정지원(performance funding)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학들로 하여금 수행 결과와 연동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DEEWR, 2011b, p.3).
동 개혁안의 내용 중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호주
정부는 2011~2012년 예산에 고등교육 질 제고(Advancing Quality in Higher Education(이하
AQHE)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반영하였다. 이 결과, 국가 수준의 대학생 대학교육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University Experience Survey: UES)와 호주 버전의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
(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CLA), 호주 대학졸업생 대상 설문조사(Australian Graduate
Survey: AGS) 등 직간접적으로 고등교육 학습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거
나 도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DEEWR, 2011b, p.4).
본 검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안은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 고용 서비
스, 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같은 “인적 자원 개발 (human capital development)” 영역에서 제기된
개혁 아젠다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개혁 아젠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항들
은 국민이 여러 서비스 제공 주체들 사이에서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급
자들에게 소비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
화하하는 것, 최소 품질 기준에 대한 규정의 개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지원 체제 개선을 포함한다(DEEWR, 2011b, p.3).
이처럼 호주 정부가 대학의 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 체제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은 학
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대학의 기
능 수행은 연구, 수업, 재무 성과, 학생들의 경험, 학습 효과, 접근성,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대학 기능 수행 영역에 적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특화된 기제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Excellence in Research for Australia
(이하 ERA) 과정은 학생 정보 수집을 통해 연구 과제, 접근성과 형평성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 TEQSA는 대학 성과 평가에 사용될 수업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다(DEEWR, 2011b, p.3).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도구는 대학이 학생 경험과 학습의 질 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세 가지 도구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평가도구들은 수요주
도형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보완과 대학의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만들어진 기제이며 대학의 수행 평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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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MyUniversity 웹사이트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DEEWR, 2011b, p.4).
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지표 개발
호주 정부는 2009년 고등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 수행 지표 개발 그룹을 구성하였
다. 대학 수행 지표 개발 그룹은 2009년 12월 “An Indicator Framework for Higher Education
Performance Funding”이라는 문건을 내 놓았다. 동 문건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한 일종의 발제문 성격의 문서로, 동 문건은 네 개 영역 안에서 11가지 가능한 수행 지표를 제안하
였고 고등교육 관련 정부 부처는 이 논의문과 관련하여 60건 이상의 공식 의견을 받게 된다. 호주
정부는 해당 부처로부터 인계 받은 피드백을 참고하여 참여와 사회적 통합, 학생들의 경험, 교수･학
습 성과의 질과 같은 세 가지 수행 영역 내 여섯 개 지표로 구성된 틀을 마련하였다(DEEWR,
2011b, p.4).
Bradley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동 문건에서도 학습성과의 질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학습
결과에 대한 직접적 평가 방법, 즉, 학생들이 학위와 함께 취득한 특화된 성과 또는 학생들이 고등
교육 과정을 통해 얻은 능력을 알아내는 수단이라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성과에 대한 직접
평가에 전공과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 과정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고등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마땅히 습득해야 하는 고차원적 인식 능력, 분석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동 문건을 통해 제시되었다. 한 가
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수행 지표 틀의 일반핵심능력 지표로써 졸업생 능력 평가(Graduate Skills
Assessment- 이하 GSA)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핵심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명확한 측정법이 없어 대학과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GSA의
시행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DEEWR, 2011b, p.4).
□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검토
호주 고등교육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의 이점을 도
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에 호주 정부는 호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호주 상
황에 맞는 평가 지표 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HELO)
일반핵심능력의 평가 도구인 CLA의 유용성을 조사하였다(DEEWR, 2011b, p.5).
일반핵심능력 평가 지표에 대한 논의 결과 점수화된 일반핵심능력 평가 지표, 특히 CLA의 평가
도구 사용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도출되었다. 일부 이론적으로는 일반핵심능력 평가를 지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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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있었지만, CLA가 호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CLA 사용이 현실화되
더라도 CLA를 성과 보고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 충분한 개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등교육 학습성과 측정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
계 의견을 받아들였고 정부와 대학 간 논의에서 수치화된 수행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대학이 성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다목적으로 사용될 가능
성이 있는 일반핵심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구 개발도 포함된다. 이밖에 AQHE Reference
Group을 만들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평가도구의 통합과 각각의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궁극적으
로는 대학의 기능 수행 보고에 활용하기로 하였다(DEEWR, 2011b, p.5).
□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개발의 원칙
새로운 성과 측정 도구의 개발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앞서 발행한 대학별 성
과 지표에 기반하여 기본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DETYA, 1998 and DEST, 2001). 이 기본 방침들
은 현존하는 자료와 지표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성과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알맞게 개조･보완하
였다(DEEWR, 2011b, p.6).
• 적합성- 정보는 목적과 목표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 일관성- 시간과 소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감사가능성- 정보는 면밀하게 검사되어야 한다.
• 투명성- 정보는 명확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 적시성- 정보는 대학이 교육의 질을 보강하는데 손쉽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 학생 능력 생애 주기 평가 능력틀(Student life cycle framework)
본 단락에서는 student life cycle framework에 적절하게 맞춰진 새로운 성과 측정 도구의 개발
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핵심 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호주 정부는 2025년 까지 25-3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40% 이상이 대졸 학력 이상을 갖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한 바 있다. 그 때문에
세 가지 성과 측정 도구 개발은 학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Student
life cycle framework에 관한 세부 사항과 이에 관련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strument in Higher Education” 이라는 발제문에서 찾아볼 수 있
다(DEEWR, 2011b, p.6).
생애 주기 측면에서 학부생들은 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로 나뉘는 세 가지 주요 국면을 겪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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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입학 전’은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원하고, 등록하는 단계를 일컫는다.
‘재학 중’은 1학년, 2~3학년 그리고 4학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졸업 (학부 졸업) 후’ 단
계는 완성, 졸업, 졸업에 따른 성과 등이 포함되며, 대게 졸업 후 취업과 향후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다(DEEWR, 2011b, p.6).
각각의 국면 마다 적절한 성과 측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대학 생활 주기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
들이 존재한다. ‘입학 전’ 국면에서는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과 방법이,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는 지
원 상황, 참여, 경험 그리고 만족도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경험, 참여,
만족, 그리고 교육의 질 등이 대학 생활 전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관점이 된다. 4학년이 겪는 국면
에서는 취업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좀 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졸업 후’ 국면에
서는 졸업 후 만족도, 취업 상황이나 향후 교육 등이 평가를 위한 척도가 될 것이며, 이 시기는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될 수 있다(DEEWR, 2011b, p.6).
성과 정보는 다양한 이용 가치와 목적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이용 가치와 목적은 각기 다른 점을
부각시키고 각기 다른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 가치와 목적은 기관별 전략 계획,
교육과 학습 계획/프레임워크; TEQSA 제공자, 교육과 학습, 정보 기준; 호주 자격 체제; 그리고
Myuniversity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별, 학교별, 전공별, 과목별로 양적 질적
정보가 다양하게 요구될 것이다(DEEWR, 2011b, p.7).
인지, 분석, 소통,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식 능력 습득 정도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
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학생 능력 생애 주기 평가 능력틀’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주요
일반핵심능력은 대학 교과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일부 시각에서는 취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핵심 능력을 갖추는 것이 4학년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
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일반 핵심 능력 평가가 대학 생활 내내 이루어져야 하며 이 평가 결과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DEEWR, 2011b, p.7).
다) 학습성과에 대한 직접 평가
학습성과에 대한 직접 평가는 교육 평가에 있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의 성적
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고등교육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직
접적인 근거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성취했는지 그리고 학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
대했던 결과를 취득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고등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의 교육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는 매우 드물고 시행
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 수준의 예로써 독해력, 수리능력, 과학적 능력 평가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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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국제 학습 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를
들 수 있다. 교육 분야나 지역별 노동시장의 차이점과 같은 문제로 혼동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분야에서 취업 상황이나 향후 교육과 같은 또 다른 측면의 평가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성과에 대한 직접 평가 대신에 학생 스스로 일반핵심능력 습득 성과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설문조사(예. 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 CEQ)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DEEWR, 2011b,
p.7). Bradley 보고서에는 “호주 정부는 호주 교육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수요 주도형의 펀
딩 모델(demand driven funding model)로써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고등교육의 평가 기준과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역설하였다(DEEWR, 2008,
p.128, DEEWR, 2011b, p.8에서 재인용).
고등교육의 질에 확신을 더하는 프레임워크의 일부 방편으로 호주 정부는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
로 결정하였다(DEEWR, 2011b, p.8).
• 학습성과를 직접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항목 개발
• 학과에 따른 학문적 기준과 그 기준을 적용시키는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
□ 질 보장 (Quality Assurance)
일반핵심능력 습득에 대한 외부 평가와 보고서는 고등교육 시스템 내에서 교육 받은 졸업생들의
높은 수준으로 이어진다. 지역 사회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 및 학생들의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졸업생들이 교과 과정 후 소기의 능력을 습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과 지표 틀에서 CLA나 또는
이에 필적하는 측정도구는 일반핵심능력의 습득에 대한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과 측정에 있어 핵심 원칙은 “목적 적합성(fit for purpose)”이고 일반핵
심능력 평가 도구는 성과 보고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DEEWR, 2011b, p.9).
□ 지속적 개선
학습 효과에 대한 평가는 선순환 될 것이다. 이에 의해 평가와 보고는 향상된 교육을 유도하고,
그 결과 향상된 학습 결과 평가와 보고를 잇달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CLA는 평가 도
구를 제안하고 일반핵심능력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커리큘럼과 교육학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CLA를 관리하는 Council for Aid to Education(CAE)는 학생들의 일반핵심능력 습득 강화에 목적
을 두고, 좀 더 나은 교육 도구 (수업 수준 평가 툴)를 개발하는 직원을 양성하는 전문적인 개발 활
동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핵심능력을 교육하는 과정은 대학 차원에서보다 전공별로 실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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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대학의 적합성이나 전공 과목 평가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다. Bradley Review의 제안을 따라, 전공 과목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것은 전공 과
목에 따른 학술적 수준과 그 수준에 맞게 적용 되는 교과 과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DEEWR, 2011b, p.9).
□ 학생들의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
투명성은 수요 주도형 펀딩 모델에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CLA는 대학들의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된 성과 측정 도구 중 하나이다.
대학은 성과 측정 도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CLA에 대한 시용을 조건으로 이 성과 지표가 2013년도
부터 Myuniversity 웹사이트를 통해 기재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Myuniversity 웹사이트에 대하
여 제기된 또 다른 이슈는 보고가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유지하느냐이다. 이 웹사이트의 주요 목적
은 학생들의 코스와 과목에 대한 선택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데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대학 차
원에서뿐만 아니라 전공 학과 차원에서의 보고가 적절할 것이다. 이는 적절한 일반핵심능력 평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공 지식에 대한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핵심능력에 대해 외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은 호
주 내부에서의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DEEWR, 2011b, p.9).
라)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이슈
□ 고등교육 질 보장 틀
호주 자격 체제(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AQF)는 학위에 따라 졸업생이 갖추리라
기대하는 학습성과의 내용을 제시한다.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호주 자
격 체제가 전공 분야에서의 학습 능력에 대한 설명도,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도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데 외부적인 참고가 되는 교육 및 학습의 기준은 전형적으로 교육
수준에서 드러난다. 가르침과 배움의 기준 사이에는 중요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 가르침의 기
준은 코스 디자인, 코스를 위한 자원 조달, 가르침과 학생지원의 질,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지원
의 질, 온라인 학습 제공의 수준을 포함한 목표 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풋(input)과 관련이 있
는 반면, 학습 측면의 기준은 학습 효과, 학습 성취도, 졸업생에게 기대되는 지식과 능력, 성적, 잠
재적 평가 방법과 관련이 있다(DEEWR, 2011b,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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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예로 호주에서 2009년에 시작된 Australian Learning and Teaching Council’s (ALTC)
와 Learning and Teaching Academic Standards (LTAS) 사업이 있다. LTAS 사업은 학습 효과에
대한 한계치, 즉 모든 졸업생들에게 기대되는 성과 수준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이는 몇몇 전공 분야
에서만 공개되었다. 이 보고 내용이 현재 커리큘럼 디자인에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
실상에 맞게 교육 방식, 학습 활동, 평가 방법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였다(DEEWR, 2011b, p.14).
“예상되는 학습성과에 대한 공통된 당면 과제는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일반핵심능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볼 때, 일반핵심능력에 대한 표
준화 평가로 인하여 시대와 대학 기관에 상관없이 일반핵심능력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
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표준화 평가에는 단 한번의 서술형 시험으로 고차원의
인지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가 방식은 형성 평가와 같은 또 다른
형식의 평가에 의해 보충 되어야 한다. 형성 평가는 표준화 평가와 달리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실천
을 위한 혜안을 제공 할 수 있고, 형성 평가 결과는 평가가 이루어진 특화된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DEEWR, 2011b, p.14).
□ 전공별 평가의 필요성
학습성과에 대한 직접 평가는 ‘커리큘럼 내용 이상의 것 (above curriculum content)’, 즉, 개별
적 지식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에 전공 지식
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자의 일반핵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
주된다. 외부 평가가 일반핵심능력 평가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차원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나치게 일반핵심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어쩌면 전공별 학습과
특화된 커리큘럼 학습을 등한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본질과 학습 결과의 성과
는 오롯이 전공 과목과 그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달려있다”라는 말과 같이 더 넓은 의미에 있어 평가
는 전공 과목의 교육 수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DEEWR, 2008, p.133, DEEWR, 2011b,
p.14).
전공 과목 수준 평가 개발은 교과 과정 수준에서 표출되는 표준 결과에 대한 지역 사회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과 과정 기준 개발의 예로 위에서 이미 언급된 호주의 LTAS 사업과 습득의 한
계치에 초점을 맞추며 학습 효과의 전공 과목 목록을 묘사한 유럽의 튜닝 프로세스 (Tuning
Process)를 들 수 있다. 교과 과정 기준 개발에 대한 책임은 전공별 커뮤니티와 교수 단체에 있다.
전공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의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문적인 승인과 등록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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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부의 전공 과목에서는 맡은 바 역할을 하겠지만 모든 전공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핵심능력 영역과는 반대로 전공별로 그 전공 지식에 대해 강조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
는 취업 시장 현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위를 통해 주어진 자격증과 실제 직업 사이에 강
한 관련성이 있는 간호학이나 교육학 같은 분야에서는 전공 지식에 대한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만, 좀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인문학 졸업생들은 일반 핵심 능력 습득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DEEWR, 2011b, p.15).
또한 “an indicator framework for higher education performance funding” 이라는 문건에 따
르면 많은 대학들은 전공과목에 대한 일반핵심능력(discipline-specific generic skills) 평가가 교
육과 학습의 질을 결정하는 데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전공 지식
평가를 덧붙이는 것은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다음에 서술되는 몇 가지의 범
주에 따라 시기에 맞게 전공 지식 평가를 덧붙이는 단계별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
이다(DEEWR, 2011b, p.15).
• 통합교과과목- 전공 과목의 다양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인문학과 과학의 통합).
• 학생 수- 선택된 전공 과목은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커버할 것이다.
• 대학 수- 전공 과목이나 코스에 대한 공급은 학교별로 다양하다. 경영학과 무역학과 같은 과목
은 대부분 있는 반면 수의학과는 몇몇 대학에만 있다.
• 현존하는 학술 커뮤니티-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특별 교과 과목 기준 개발에 대한 책임은 전공
별 커뮤니티에 있다. 호주 business dean council과 같은 현존하는 학술 커뮤니티는 평가를 바
탕으로 한 기준의 개발을 실행할 것이다.
• 현존하는 전문가 단체- 이와 마찬가지로, Engineering Australia와 같은 현존 하는 전문가들
의 승인과 등록 단체가 평가를 바탕으로 기준 개발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 현존하는 특별 교과 기준 프레임 워크- 특별 교과 평가법을 개발할 것이다. LTAS 사업은 엔지
니어링, ICT, (의학, 수의학), 회계학, 지질학, 역사학, 법학 그리고 창조적 행위 예술학과 같은
특별 교과에 대한 표준 성명를 발표하였다. 과학, 건축학, 토목학, 그리고 교육학에 대한 표준
성명은 2011년 9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 현존하는 특별교과 평가- 일반 핵심 능력의 광범위한 평가법에 적용될 수 있다. 수학/통계학,
화학, 생물학, 엔지니어링, 의학, 경제학, 교육학 과 인문학과 같은 특별교과 평가에 대한 초석
은 이미 진행 중이다. ICT, 간호학, 회계, 지질학, 역사학과 같은 다른 특별 과목에 대한 진행
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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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성과 측정의 적절성
일반 핵심 능력 평가는 표면적 타당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표면적 타당성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평가법과 같은 효용성과 편익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술적 타당성은 구성
타당도, 검사 편견, 개인별/단체별 신뢰도와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
되는 학생 평가와 설문은 학생들의 성과에 대한 더 믿을만한 평가를 이끌어 내게 되며, 현재 이용
가능한 몇몇의 일반 핵심 능력 평가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
종류에 따라 리소스의 스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 핵심 능력 평가 관리는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평가 도구 개발로 인해 대학 관계자들이나 핵심 관리부에서 선출된 채점관
들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관계자들이 진행하게 될 경우라면 대학이 이를 위한 리
소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점은 대학이 직접 평가와 보고를 교육과 학습의 끊
임없는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학은 무엇이 학생들의 일반 핵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DEEWR, 2011b, p.16).
이미 논의했던 바대로, 일반 핵심 능력 평가 수단으로 사용된 CLA 성과 지표 틀 출시에 대하여
대학 측에 의해 제시된 핵심 이슈는 이 평가 도구가 호주 고등 교육 환경에서 문화적으로 적합한지
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OECD의 AHELO 사업은 CLA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조정하는 등의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어서 “과학적 실행 가능성과 실
용성에 대한 입증”, 즉 학생, 대학, 국가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만들기 위한 두 번
째 단계로 들어설 것이다(DEEWR, 2011b, p.16).
마) 일반핵심능력 영역 평가
□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개발
일반핵심능력 측정에 관한 주요 쟁점은 일반핵심능력의 습득이 대학 입학 기준에 반영되듯이, 얼
마나 수업에 공헌을 하는지, 또는 학생들의 타고난 학습 능력을 얼마나 반영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다(DEEWR, 2011a, p. 12, DEEWR, 2011b, p.18에서 재인용). CLA는 SAT나 ACT와 같은 대학 입
학 점수를 사용하여 타고난 학습 능력치를 조정한다. 해마다 입학 요건이 많이 바뀌지 않는 대학에
서라는 가정 하에, 1학년과 4학년 사이의 일반핵심능력 차이를 평가하는 데에 점수화 된 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은 타고난 학습 능력차를 조정하는 데에서 비롯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1학년과 4학년 간의 CLA 점수 차가 커다란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단일표준편차로 사용된다는 것은
성숙 효과 이외에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구 집단이 시간이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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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 간의 일반 핵심 능력 점수 차에 대한 조정은 실행 될 예
정이지만 이는 CLA 점수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변수일 뿐이라고 보인다(DEEWR, 2011b,
p.18).
일단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인구학적 특성이 파악되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학이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대학이 졸업생들의 졸업 후 경로와 만족도에 의해서 측정된
학습 효과에 끼치는 영향 1~13퍼센트 정도라고 발표했던 이전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DEST,
2001, p.123-128, DEEWR, 2011b, p.18에서 재인용). 대학이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월한 능력과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교육과 학습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대학이 그래도 중요한 영향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2013년부터 시작될
유효하고 믿을 만한 일반핵심능력 평가 개발을 위한 사업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본이 될 것이다
(DEEWR, 2011b, p.18)
□ 일반핵심능력 측정 방법
일반핵심능력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적절한 측정 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CLA를 통하여 비
판적 사고력과 분석적 추리력, 문제 해결 능력,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범주를 평가할 수 있
다. 1학년과 4학년은 일반핵심능력 성취도를 점수화하여 평가받기 위해서 CLA에 참가 할 수 있다.
만약에 일반 핵심 능력 평가에 전공 지식 평가가 더해진다면, 이것이 대학 차원에서 성과를 보고할
때 사용 될 성과 측정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DEEWR, 2011b, p.19)
□ 참여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대한 학생과 대학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2000년부터 2009년에 걸쳐 GSA 관리에 3천 5백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2000년에는
2000명의 학생과 20개 대학이 GSA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학생과 대학의 참여도는 그 이후로 점점
줄어들었다. 학생이 참여하는 데에는 행정 비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달러의 비용이 들고, 학생
은 자신들의 일반 핵심 능력 성취도를 전체 참여 학생들과 비교하여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보여
주는 형식의 리포트를 받게 된다 (ACER, 2001, p.47-50, DEEWR, 2011b, p.1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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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핵심능력 평가의 기대효과 및 결과
많은 대기업 고용주들은 채용 목적으로 갓 졸업한 학생들이 치르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팀 워크
같은 일반 핵심 능력 평가를 시행한다. 만약에 좀 더 광범위한 일반 핵심 능력 평가가 있다면, 고용
주나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와 평가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은 학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핵심 능력 평가에 대한 좀더 많은 참여와 함께 인센티브와 같은 관리 비용도
따르게 될 것이다(DEEWR, 2011b, p.19)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대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아마도 “시험
을 위한 수업”을 조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일반핵심능력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의도를 왜곡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또 다른 접근법은 과별로 또는 대학별로 유효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실현될 때, 졸업생의 일반핵심
능력 습득에 관하여 고용주와 지역 사회에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DEEWR, 2011b, p.19)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학의 지지와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인은 일반 핵심
능력의 광범위한 평가에 전공 지식 능력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내부에서 일반핵
심 능력에 대한 교육과 학습은 대학 차원보다는 전공 분야 차원에 더 높은 관련성과 유용성을 보인
다. 하지만 일반핵심능력의 전공 지식 능력 평가에 대한 개발과 참여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할 것
이고, 유효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학생과 대학의 더 높은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DEEWR,
2011b, p.19).
호주 정부는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
다. 또한 2013년에 시행 시작을 목적으로 일반핵심능력 평가 체제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호주의 일
반핵심능력 평가에 대한 성공적인 개발, 시범 시행, 실행은 2013년 이후에 Myuniversity 웹사이트
를 통하여 공개될 예정이다(DEEWR, 2011b, p.18)

2) 호주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실행34)
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배경
□ 참여목적 및 추진체제
AHELO실행가능성 평가 사업 1단계(평가 설계 및 준비)와 2단계(평가실행)에 모두 참여한 호주는
34) 호주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관한 내용은 AHELO Australian Symposium(2011)에서 Hamish Coates와 Daniel Edwards의 발표자료
(http://www.acer.edu.au/aheloau/ahelo-australian-symposium-october-2011)와 OECD(2013a)에 기술된 호주 국가보고서 편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232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Ⅴ) - 2009-2013 실행가능성 평가 종합 -

대학교육 질 제고 및 학습성과 평가개선이라는 참여목적을 가졌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호주 정
부는 대학교육 질 제고 있어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 틀 및 도구 개발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전공별 영역 평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호주 정부는 전공별 평가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공학영역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호주 AHELO 국가사업팀은 OECD AHELO 사업본부 평가사업팀 ACER의 Daniel Edwards를 필
두로 국가센터를 조직･운영하였다. 국가사업팀은 교육 당국 및 대학 측에 월간 사업보고를 하는 등
정규적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평가를 준비하고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참여대
학 담당자, 채점자 등을 섭외하였다. 호주의 경우 평가도구 내용 개발과 번안 작업 단계에 참여대학
담당자 및 책임채점자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서 호주 상황에 맞는 평가도구 개발에
정교함을 높일 수 있었다. 다른 참여국과 마찬가지로 참여대학 담당자는 학생 모집과 테스트 실행
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책임 채점자는 채점자 섭외 및 연수 제공의 역할을 다 하였다.
나) 평가도구 및 방법 설계
□ 평가도구 타당화 작업 및 결과
2011년 호주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도구 개발의 타당화 검증을 위해 5단계에 절차를 수립하
였다. 이러한 절차는 1)학생 심층 면담, 2)결과분석, 3)(전문가)피드백 분석, 4) 평가도구 재검토 및
수정, 5)평가도구 개발 완료 등으로 국가사업팀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총 10개 대학에서 토목 공학 예비 졸업자 78명을 모집하여 실행한 학생면담은 두
시간동안 서술형 수행과제 1종 및 선택형 문항 테스트(1시간), 평가항목에 대한 소규모 설문조사 및
면담이 이루어졌다. 학생 면담의 목적은 평가도구의 난이도, 흥미도, 적용성, 다양성, 학위과정과
연계성, 장래성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요소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AHELO Australian
Symposium, 2011 발표 자료,
http://www.acer.edu.au/documents/AHELOAU%20Dan%20Edwards%20Symposium%20Presen
tation%20Phase%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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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호주의 평가도구 학생 면담 항목 및 내용
항목

내용

난이도(Challenge)

생각 및 분석과정에 어려움 정도

흥미도(Interest)

동기부여 여부

적용성(apply)

실생활의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적용 여부

다양성(range)

다양한 지식과 기술 요구 여부

연계성(program)

대학 학위과정과의 연계성 여부

장래성(future)

미래직업과의 관계 여부

출처:AHELO Australian Symposium(2011) 자료에서 발췌
http://www.acer.edu.au/documents/AHELOAU%20Dan%20Edwards%20Symposium%20Presentation%20Phase%201.pdf을 바탕
으로 재구성함.

먼저 서술형 평가도구에 대한 학생 면담 결과 참여한 학생 대부분은 서술형 평가문항에 있어 생
각 및 분석 작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도구의 흥미도에 대한 동의가 높이 나타났는
데 이는 기존의 평가 방식과 차별화,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흥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적용성, 다양성, 학위과정과의 연계성순으로 적정 수준의 동의가 있었으며 미래직업과
의 연계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Ⅳ-17]참조).

[그림 Ⅳ-17] 호주의 서술형 평가도구에 대한 면담 결과
출처: AHELO Australian Symposium(2011) 자료에서 발췌
http://www.acer.edu.au/documents/AHELOAU%20Dan%20Edwards%20Symposium%20Presentation%20P
hase%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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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문항과 관련하여 서술형 수행과제와 달리 평가도구와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있다는데
높은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평가도구가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들을 많이 포
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평가도구의 난이도 및 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나타났다. 흥미도와 관련하여 서술형 수행과제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은 실
제 생활과 연관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전문가 피드백 검토 결과 평가도구의 내용에 대
해 학생 응답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선택형 평가도구는 졸업 마지막 학기 과정보다 학
기 초의 학습내용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전체 교육과정 대신 일부 내용만을 다루
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학 간의 타당성 있는 비교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AHELO
Australian Symposium, 2011 발표 자료,
http://www.acer.edu.au/documents/AHELOAU%20Dan%20Edwards%20Symposium%20Presen
tation%20Phase%201.pdf)

[그림 Ⅳ-18] 호주의 선택형 평가도구에 대한 면담 결과
출처: AHELO Australian Symposium(2011) 자료에서 발췌
http://www.acer.edu.au/documents/AHELOAU%20Dan%20Edwards%20Symposium%20Presentation%20Phas
e%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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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실행 및 관리
□ 평가 실행 준비
호주의 평가 실행 준비는 국가사업팀이 대학으로 공식 참여 초청장을 발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참
여대학 선정은 호주 공학 학회 및 국가사업팀, 호주 교육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정부차원의
학습성과 평과에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을 중심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업 1단계는 10개의 고등기관이 심층 면담 및 피드백 제공을 위해 참여하였고, 사업 2단계는 기존
의 참여대학 중 3개교에서 참여를 포기하고 1개교의 추가 신청을 받아 총 8개교가 참여하였다. 2011
년 10월 호주 국가사업팀이 개최한 회의에 모든 참여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AHELO 사업에
대한 소개, 평가 준비 및 실행 절차 등이 논의되었다. 동 협의회를 통해 참여대학 담당자 섭외, 학생
테스트 일정 수립, AHELO 홍보활동 등의 일부 과업이 주어졌다. 2012년 초 본격적인 평가 실행 준
비에 앞서 호주 국가사업팀은 AHELO 평가사업팀이 제작한 AHELO 학생 테스트 실행 매뉴얼을 현
지화 하는 검토 과정을 거쳐 참여대학으로 배포하였다.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참여대학 담당자들은
학생 참여 모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외 참여대학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조가 이루어졌다. 참여대학 담당자로 하여금 참여자 표본 추출은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는 과업
중 하나였다. 학기 일정 중 참여자의 인적배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합하는 일은 참여대학 담당자
들이 꼽은 주요 과업 중 하나였다. 국가사업팀은 학생 및 교수 표집 틀을 평가사업팀으로 송부하고
해당 학생 및 교수, 기관의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 받았다(OECD, 2013a, p.49-p.50)
□ 평가 실행
호주의 학생 테스트 실행은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총 8개교에서 187명
의 학생과 87명의 교수가 테스트를 치르고 설문조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대학별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현장 테스트 세션 및 시험 감독관을 지정하였다. 테스트 진행 중 국가사업팀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하여 테스트 세션을 현장 방문하고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부분의 테스트 진행 중 큰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발생한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
였다(OECD, 2013a, p.50).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를 통해 호주 국가사업팀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 참여 독려
작업이었다. 이는 일부 참여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다. 상품권 지급, 경품제공 등 참
여대학간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 계획 및 참여독려 방안을 수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큰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OECD, 2013a,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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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
ACER는 AHELO 학생 테스트 종료 후 평가결과에 대한 채점을 실시하였다. 책임채점자와 공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및 교수로 이루어진 4명의 채점단은 약 이틀에 거쳐 채점을 진행하였다.
이밖에 호주 국사사업팀은 추가 비교분석을 위해 국제 수준의 채점작업을 수행하였다. 책임채점자
Roger Hadgraft는 다른 참여국 학생 답안지를 번역한 추가의 답안을 채점하고 캐나다와의 소규모
교차 채점을 진행하였다(OECD, 2013a, p.51).
라) 주요 성과 및 쟁점 사항
저조한 학생 참여율 등 평가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가사업팀은 실행
가능성 평가 참여를 통해 중요한 시사점 및 성과를 얻었다고 제언하였다. 먼저 고등교육 분야의 이
해관계자들의 관심 도출과 AHELO와 같은 대규모 국제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주요 성과로 제언하였
다. 또한 참여대학을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학영역에 대한 평가 틀 확보
는 호주 사업팀이 꼽은 성과이기도 하다. 기타 성과로는 다른 참여국의 공학 영역의 전문가와의 협
력구축과 학생의 참여 의지 확인을 제언하였다. 호주의 경우 비록 낮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한 대학
에서 보인 98%의 참여율 고려할 때 호주 대학생의 참여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추후 대규모 국제평가를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시스템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OECD, 2013a, p.52).

3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국내 요구와 시사점
가.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국내 요구 조사
조사 방법으로는 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였고 상황에 따라 개별 면담을 보완적으로 활
용하였다. 조사 내용은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혹은 AHELO 평가의 필요성 및 효용성, 평가목적
설정, 평가영역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 설계와 관련한 결정 사항, 참여대학 선정과 동기화 방안 등으
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1)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 총괄책임자/담당자 14명, 2) 실행가능성
평가 비참여대학 관계자 7명, 3)공학교육인증 관련 전문가 인증원 4명, 4) 고등교육 전문가 5명, 5)
실행가능성 평가 채점에 참여한 교수 11명 등 다섯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구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41명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질문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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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주요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Ⅳ-12> 참조).

<표 Ⅳ-12>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요구 조사 대상별 조사 내용
AHELO
참여대학

AHELO
비참여대학

공학인증
전문가

고등교육
전문가

채점자

AHELO의 필요성/수요 여부

○

○

○

○

-

AHELO의 효용성

○

○

○

○

-

AHELO 추진 목적

-

-

-

○

-

평가영역

○

○

○

○

○

평가방법, 평가도구

○

-

-

○

○

AHELO 도전과제

○

○

○

-

참여대학 선정 및 참여 활성화 방안

○

○

○

-

구분

-

1)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필요성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요구 조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AHELO와 같이 대학생 지식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국제비교평가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의 문제이다. 동 질문에 대해 대다수 면담자들은 AHELO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 참여 수준이나 평가
참여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은 논외로 하되, AHELO 참여의 필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AHELO와 같은 방식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근거는 크게 1)
성과 중심의 대학교육 질에 대한 정보 수요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활용할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
에 AHELO 참여를 통해 신뢰롭고 적합성 높은 학습성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2) 장기적으
로 볼 때, AHELO와 같은 평가가 국제 또는 국내 차원의 질 보장 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대학평가 역량 제고 차원에서 본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면담자 : OECD가 주관하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HELO)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만약 AHELO 본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 근거나 이유를 자유롭게 말
씀해 주세요. 예컨대, 직접적인 학습성과 평가 자체의 제한점이나, 학습성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굳이 OECD
가 주관하는 고비용의 국제비교평가 참여는 불필요하다는 점, 혹은 일단 OECD에서 한 주기 정도 AHEL
O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관망한 후 추후에 참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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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여대학 관계자 B : 지금의 대학평가는 성과를 취업률에 국한하여 보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학습성과
나 교육결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AHELO 사업은 대학 평가의 성과 지표로 사용되거나 대학
의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에서는 수업이나
교육의 질 관리, 교수학습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양교육에 대한 성과 평가는 일반영역 도구를 활용할 경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B :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 모두 나름 일리가 있고, 특히 실제 AHELO 본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이러한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가 향후 매우 중요한 책무성 도구로 부상할 것이 거의 명확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우리정부가 원하는 내용과 방식을 본사업 평가시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선도적 국제
적 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맥락과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국내 전문가 그룹을 양성해 놓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D :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대학평가는 대종평으로 출발로 해서 하드웨어,
양적 평가에 치중해 발전되어온 탓에 사실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평가의 한계점은 곧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 정부, 학생･학부모들로부터 대학평가가 수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평가의 한계는 대학의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향후 대학평가가 중요해질수록 대학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대학교육에서 대학
생 학습성과는 대학의 중요한 성과 준거로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학습성과 평가 결과가 타당하게
도출된다면 대학평가의 질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중략...다만 관건은 대학생 학습
성과 평가의 도구가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AHELO에 대한 인지가 낮고 타
당성 확보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대학의 참여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성과 평가 도구로서
AHELO에 대해 홍보하고 사회적 인지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AHELO 사업 참여의 필요성과 더불어 동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학의 관심은 어떠할 지에 대해
서도 논의하였다. 조사 대상별로 이에 대한 답변은 다소 엇갈렸다. 예컨대, AHELO 실행가능성 평
가 참여대학 관계자 중에는 외재적 압력이나 유인책이 없어도 대학 내부적 차원에서 AHELO 사업
에 참여할 동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실행가능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지 않은 고등교육 전문가와 비참여 대학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
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도구로서 AHELO
가 지닌 특수성이나 장점을 알고 있고, 정부 또는 대학 차원에서 대학교육 질 제고 정책에 직간접적
으로 관여하고 있는 고등교육 관계자는 평가에 동의할 수 있겠으나 일반 대학교수는 대개 대학생
테스트를 통한 성과 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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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대학 입장에서 볼 때, AHELO에 참여할 외재적 또는 내재적 동기가 있을까요?
고등교육 전문가 A : 대학에 따라 다를 것으로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어떻게 사용되
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사업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큰 대학들, 예를 들어 서열화 때문에 국내에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대학들 가운데 국제적 홍보
가 필요가 대학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연구결과와 활용이 좀 더 명확해지면 대학들
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 동기
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참여대학 관계자 B : 현재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과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구가 권장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면 대학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재적 동기는 정부사
업이나 평가지표가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이고 내재적 동기는 직능원 척도처럼 일정기간의 홍보와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B : 대학 서열상의 위치에 따라 참여 동기는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AHELO에 참여할 외재적 동기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룹이라고 보여지
며, 이미 고착된 평판을 통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거의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참여에 대한 외재적 동기는 매우 약할 것으로 보입니
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비해 존립의 위기가 별로 없고 교수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내적으로 유지하고 있
는 대부분의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이를 도입할 외재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그룹이 아닐까 생
각됩니다. 또한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보다 합리적 평가도구의 개발 필요가 개
별대학의 내재적 동기라고 한다면, 이는 거의 모든 대학(대학본부)에서 그 필요를 점차적으로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학과/단과대학 차원에서의) 교수사회의 정서는 설령 일부 교수가 이러한 학습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는 동의할 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E : 일부 대학들의 경우, 특히 유명 대학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성과를 강조하고 또 대외적
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본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의 경우 내재적 동기는 아직까지 크지
않을 겁니다, 대학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대학평가나 재정지원 등에만 관심이 있고 이러한 것과 연계
없이 질적 발전만을 강조하는 것에는 아직 관심이 가지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국가가 내재적 동기를 적
절하게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중심의 대학교육 질에 대한 정보 수
요 충족, 고등교육 질 관리 역량 제고를 고려할 때, AHELO 사업 참여의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
으며, 국내 대학의 수요도 존재한다. 둘째, 대학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는 제약이 있겠지만, 성과평가에 대한 대학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AHELO 사업에서 나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학 집단이 분명히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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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셋째, 대학 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AHELO 사업의 장점과 제한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AHELO 사업의 효용성
AHELO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어떤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는 사업 참
여 여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AHELO 사업의 효용
성을 언급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로서 가장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AHELO가 ‘취업률‘이나 ’학생충원율‘에 한정된 대학교육 성과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여 제한적으로
나마 ’대학교육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오랫동안 계량적
측정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연구 지표 중심으로 대학평가가 진행되다가 최근 교육의 중요성이 주목
을 받으며 ’대학의 교육 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가 부각되었다. 마땅한 교육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취업율‘이 주요 대학교육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취업률 자체를 대학교육 성과지표
로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대학교육의 목표가 취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뿐더러 취업률은 대
학이 교육을 위해 쏟는 노력 이외에 다른 대학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AHELO와 같은 학습 성과 평가도구는 그 동안 대학의 교육부문의 성과 평가와 관련, 기존의 평가지
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매우 매력적인 산출/성과 중심 평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전문가 E : 먼저 전 AHELO 본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AHELO 사업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비참여 대학 관계자 B : 지금의 대학평가는 성과를 취업률에 국한하여 보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학습성과
나 교육결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AHELO 사업은 대학 평가의 성과 지표로 사용되거나 대학
의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 등에 한정된 교육성과 정보의 제한점 극복 이외에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AHELO 사업의
효용 가치를 언급한 면담 참여자도 있었다. 최근 수년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학교육의 목표
를 새롭게 세우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일부 대학은 대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제대고 길렀는지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AHELO가 이러한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육평가의 개혁에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점의
AHELO 참여의 효용성은 아래의 한 면담 참여자의 진술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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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전문가 B : 고등교육의 책무성과 관련된 근본적 질문은 단순한 ‘취업률’의 고저가 아니라 예컨대
“대학들이 현재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능력들을 학생들에게 얼마나 길러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
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능력이 무엇인지(교
육목표), 어떤 방식으로 길러낼 것인지(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육의 결과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길러냈는
지(교육평가)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가 바로, ‘교육목표 및 과정’ 분야에서는 OECD DeSeCo 프로젝트,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역량표준과 같은 것이고, ‘평가’ 분야에서는 AHELO나
한국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참여 대학 관계자 A : 몇 년 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이 시작되고 대학기관인증평가나 학문분야별
로 인증평가가 강화되면서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중략...대학 자체적으로 대학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교육과정을 바꾸고, 교수학습센터나 교육수월성센터를 정비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서
학내 교수님들이 활용하도록 독려하기도 하구요. 또 이렇게 하다보니 성과 평가가 필요하기도 해요. 특히
ACE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해서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일정한 기준이 없다보니 내부 교수들을 동원해서 대학 자체적으로 하는데 대학
개별적인 교육목표 설정이나 교육과정 개편, 평가가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정부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기
준을 세워주거나 모범 케이스를 제시해 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AHELO가 지닌 효용성 중 하나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줄이고 도입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대학교육 목표, 대학교육 과정 및 교수법,
교육 평가를 포함한 교육 체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대학 사회가 공감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대학 내부의 반발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OECD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선진국이 참여하는 국제평가에 참여한다면, 학습성과 평가 도입
이나 대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대학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전문가 B : 초중등 국제학업성취 평가 도구인 PISA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AHELO는 OECD라는
국제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을 대상을 시행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한국
대학에 이러한 성과평가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보다 용이해서 향후 교육영역의 평가
에 있어 학습평가 도구의 적극적 도입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잠재적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정치
적 이점이 있고, 국제화 되는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간의 교류 이동, 고등교육의 질 보장이 핵심 이슈화 되는
정책 상황 하에서 동일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대학들의 학습성과를 측정･
평가하여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향후 정책적 의미
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2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Ⅴ) - 2009-2013 실행가능성 평가 종합 -

특히 일부 참여대학 관계자는 AHELO가 대학 자체적인 질 관리 체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참여대학 관계자는 금번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확보한 정보가
그간 학내에서 쟁점으로 논의되던 몇 가지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대학교육 개선 방향을 논의하
는 데 활용되었다고 응답하였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 관계자 A : AHELO 평가는 평가결과에서 나타나는 정량적인 의미보다는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는 평가도구라고 생각합니다....중략...이번 AHELO 평가가 실행가능성 평가라는 제한점이 있음에도 우리 대
학교 평가결과를 분석해보면 상당수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중략...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자
체교육인증은 기존 지식습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지식활용능력을 함양하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의 전
환이 핵심 목표로, 그 동안 교육성과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절한 평가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AHELO 평가를
통해 우리 대학 교육의 장단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중략...AHELO를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평가 자료
를 바탕으로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진단하는 ‘대학교육진단시스템’로서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 관계자 B : 우리 대학교 평가결과 중 ‘일반핵심역량’ 대상자 중에서 상대
적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공학계열 [공학인증] 학생과 [비인증] 학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공학교육인증제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에 긍정적 영향을 밝히는 중요한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제시한 AHELO의 효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HELO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특이성에서 효용 가치를 찾을 수 있다. AHELO는 대학생의 인지적
역량에 대한 실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국제 및 국내 차원의 벤치마크를 산출할 수 있기 때
문에 현행 대학평가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
다는 것이다. 즉, ‘고착화된 평판’이나 교육과는 무관한 ‘연구 산출’ 중심의 대학평가가 여러 가지 문
제를 낳고 있으며 AHELO는 기존 대학평가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대학 질 보장 체제에 새로운 기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AHELO에서 사용하는 평가 틀이나 평가방법, 평가결과 분석
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육 성과 평가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AHELO는 OECD라는 국제기구가 주관하고 선진국이 참여하는 국제
평가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한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대학 사회의 반감을 줄이고,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도입의 당위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넷째, 국가 간 학생 이동이 증가하고,
고등교육 질 보장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AHELO 참여는 우리나라 고등교
육 질 보장 체제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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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HELO 추진 목적 : 대학 책무성 기제 vs. 대학교육 질 제고 기제
AHELO 사업 추진 목적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지는 사업 출발 시점부터 실행가능성 평가가 종
료될 때까지 논쟁의 주요 주제였다35). OECD 사무국은 AHLEO 사업의 성격을 “low stake
international assessment”로 규정하고자 했으며 이는 대학 책무성보다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주
요 목적을 두자는 접근방식이다. 책무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대학의 교육 질 개선에 중심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참여국 간에도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
할 필요가 있기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책무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AHELO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학 순위 산출, 재정지원과의 연계 등으로 평가 설계나 평가결과의 활
용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하며, 만약 대학 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면, 대학 내부 질 관리 기제와의
연계, 대학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 창출 측면에서 평가 설계나 평가결과의 활용이 논의될 것이다. 이
에 대한 대학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질문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던졌다. 이에 대한 고등교육
관계자들의 답변은 대학 책무성보다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AHELO 사업의 목적과
활용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AHELO와 같이 표준화된 대학생 능력
평가도구를 외적 책무성 확보기제로 활용할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평가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거나, 대학들의 참여 거부 등 정치적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내적 책무성’ 확보
기제로서의 자율적 활용에 초점을 두는 ‘활용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는 이러한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라는 지적이 있었다.
고등교육 전문가 B : 단적으로 말해 이러한 평가도구를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해
개별 대학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가 중심이 되는 “대학내부 질 관리 과정 또는 절차”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실제 학습성과 평가결과의 대학 간 직접적 비교가 중심이 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대학 사회로부터 공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표준화된
평가도구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 교수 집단과 상위권 사립대학, 국립대학들의 경우 이를 빌미로 평가
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켜 학습평가 참여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을 조성해 반대 움직임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A : 개별대학에서 전체학생들 또는 무선표집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학
별로 생성된 자료를 대학에서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교육과정 개편
이나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하거나 대학별 자료를 대외용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 개선
에 중점을 둔다고 해도 그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무성으로서 활용한다면 대학의 자발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조사가 시험처럼 여겨져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35) AHELO 사업의 목표 내지 활용을 대학 책무성 기제에 둘 것인지 대학 내부 질 보장 기제에 둘 것인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최정윤
외 (2012) 177쪽에서 179쪽 내용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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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질 개선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D : 물론 AHELO 사업을 책무성에 무게를 두게 된다면 대학에 확산하는데 동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편법, 악용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HELO의 타당성을 확보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재정지원과의 연구, 대학 순위 산출 등과 연계하게 된다면 장기적 관점
에서 AHELO의 신뢰성을 낮추는 결과가 도래할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대학평가도 질관리 차원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AHELO 사업은 대학 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4) 일반핵심능력 영역, 전공 영역 등 평가영역 선정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 공학 영역 평가도구의 과학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
가 도출되어 본평가에서는 공학이 핵심 축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도구는 추가 검토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국내 대학 관계자 및
고등교육 전문가들 대상으로 일반핵심능력 영역 평가의 필요성, 공학 평가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공학에 참여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논의하였다.
먼저,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당수 면담 참여자들은 AHELO와 같은
국제 수준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가 추진될 경우,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는 일반핵심능력 평가의 필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비참여 대학 공학 전공 교수 B : 공학 같은 전공 영역 평가가 안정적이고 평가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논란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평가가 추진된다면 오히려 일반핵심능력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중
략...전공 영역은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중간, 기말 시험, 학과 차원에서 시행되는 졸업 시험 등이 있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핵심능력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쟎아요? 한다면 일반핵심능력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참여자는 일반핵심능력 평가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반
핵심능력 영역이나 전공 영역 중 한 개의 영역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학을 선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일반핵심능력의 평가 틀이나 평가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높은 수준의 타당도 입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특히 사업 초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참여대학 관계자 B : 일반핵심능력보다는 공학이나 경제학으로 갈아 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영역은 여전
히 모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애매합니다. 절충안으로서, 전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공 내에 일반핵심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 좋겠습니다. 일반핵심은 어떤 전공을 하든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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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 부분이 기초가 되어 다양한 전공지식과 능력이 결합되는 식의 평가모
형으로 변경되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핵심능력이 중요한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지능적 요소나 개
인의 특성으로서 인지능력과 교육을 통한 가치부가적 능력을 구분하는데 제한점이 많아 보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B : 현재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우리 교수사회의 부정적 여론, 특히, 소위 엘리트
대학교수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그 의미도 다소 모호한 일반핵심능력 영
역보다는, 타당성이 검증되고 또한 정책적, 대중적 의미가 매우 명확하고,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대학사회 전체의 반발을 비교적 완화시킬 수 있는 공학 영역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특히 공학은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 등을 통해 이러한 논의에 비교적 일찍부터 노
출되어 있고, 또 인문사회 계통에 비해 이러한 평가에 대한 기본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어서 엘
리트 대학의 참여가 불분명한 일반 핵심능력 영역보다는 모든 대학의 참여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참여범위 확대 측면에서의 이점과 함께, 공학영역이라는 비교적 명확하고 손에
잡히는 영역에서의 학습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정책적, 대중적으로 잘 소통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이
러한 학습 평가도구의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데도 매우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공학 영역 평가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대응 역량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
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학 분야 평가의 필요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공학 분
야 평가의 필요성을 지지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 분야가 국제적으로도 국가 인
재의 각축장과 같기에 고등교육 인재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 이들의 국제자격호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AHELO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공학교육인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
영되고 있고 또 국제 공학교육 상호인정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에 가입되어 있어 AHELO에 참여하
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학교육인증에서 학습성과 평가
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AHELO에 참여할 경우 평
가방법에 대해 벤치마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전문가 A : 공학분야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가 고급인재들의 국제적 활동과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공학도들의 국제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공학분야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내 공학교육인증 전문가 A : 4년제 공학교육프로그램의 실질적 등가성 보장을 위한 상호 인정협약체인
워싱턴어코드에서 요구하는 졸업생역량이라는 것이 학습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어코드 회원국으
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평가는 워싱턴어코드에서 요구하는 졸업생 역량을 학습성과
에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워싱턴어코드로 대변되는 공학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볼 때 학
습성과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학교육인증원 관계자 A : : 공인원 인증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도입은 인증의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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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AHEL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학 분야의 학습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신뢰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일선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공인원 인증을 위한 학습성과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공인원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학습성과 평가입니다.
공학교육인증원 관계자 A : 공인원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공인원 인증기준 2, 즉,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를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원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 한해서 학습성과 평가라는 개념
에 익숙해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학 영역 평가와 관련하여, 실행가능성 평가가 추진된 토목공학이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평가영
역으로 추진된 것이 타당했다고 보는지, 만약 선택가능하다면 우리나라는 국제회의 등에서 공학의
세부 영역 중 어떤 영역을 평가영역으로 추천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공학교육 전문
가들은 공학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세부 전공은 모두 국제비교평가를 추진할 수 있으며, 만약 우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계공학을 추천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가영역으로서 토목공학의 적합성
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논평하였다.

5) 평가도구의 적합성36)
금번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사용된 테스트 도구를 통해 AHELO 평가방향의 지향점이나
평가내용을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다. OECD는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사용된 평가도구가 본평가에
서도 계속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으나, 부분적으로는 본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사용된 수행과제 중심의 서술형 테스트 도구는 참여국 관계자들로
부터 주목을 받은 동시에 호평을 받았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선택형 평가도구와 함께 구
조적 답안 제시를 요구하는 수행과제 중심의 서술형 평가도구가 사용되었다. 수행과제 중심의 서술
형 평가도구는 분석적･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일반핵심능력 영역뿐
만 아니라 공학과 경제학 등 전공 영역에서도 활용되었고(2장 3절 참조), 참여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4장 1절 참조). 이러한 논의 결과를 고려할 때, 실제 상황을 담은 다양한
문서를 비판적, 분석적으로 읽고, 이를 활용하여 구조적인 형태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서술형 평
가도구는 향후 평가영역에 관계없이 AHELO 평가방법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에, 현재 공개된 AHELO 평가도구에 대해 국내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
하고자, 평가도구를 면밀하게 살펴본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평가도구의 적
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면담 참여자들에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1) 분석적･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36) 2011년도 보고서 3장 3절에서 수행과제 중심의 서술형 평가도구와 선택형 평가도구의 타당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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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글쓰기 능력은 일반핵심능력 구성 요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2) 평가도구의 구성이나
내용이 이러한 평가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실제 상황과 유
사한 시나리오는 제시하고 주어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해결방법을 구조화된 답안으로 제시
하는 서술형 평가도구에서 발견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4) 이러한 평가도구와 우리나라 현행 교육
과정과의 관련성은? 그리고 이러한 평가도구가 교육과정, 교육방법(페다고지), 학생 평가와 관련하
여 주는 시사점은?
먼저, 일반핵심능력을 측정하는 하위 구성요인으로서 분석적･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글쓰
기 능력의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에 응한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였다. 다만, 평가도구에서
정의된 각 구인의 구체적 개념에 대해서는 포괄적이지 않으며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구체적으로 분석적･비판적 사고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문제해결
력 측정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평가도구가 정의한 효과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다
른 입장을 제시하는 교수가 상당수 있었다. 또한 분석적･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 능력
등 각 구인 간 상호배타성이 낮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채점자 A(경제학과 교수) : AHELO가 채택한 채점 기준 항목은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본 구성요소로 아주 적절한 항목들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도 학부생 핵심역량 강화 사업
을 추진 중인데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핵심역량으로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분석적 추론과 평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으로 채택한 해외 우수 대학 사례에서도 상기한 항목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도 이 같은 항목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필수
역량들이고 이것이 개별 학생의 글쓰기에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채점자 B(영문과 교수) : 세 개의 영역은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추론에서 실수가 있을 때, 문제
해결능력에서도 감점이 불가피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쓰기 능력의 세부 구인까지 평가하기에
어려웠습니다.
채점자 C (교양교육 담당 교수) : 분석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텍스트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또는 텍스트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
요하죠...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능력이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그
다음 문제해결능력 역시 요즘에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죠.

일반핵심능력 구성 요인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의견은 AHELO가 제시한 평가요인 및
평가내용이 대학 내부보다는 산업계, 대학 외부 수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을 반영하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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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자 D (교양교육 담당 교수) :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평가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선호할
걸요...공학교육인증의 워싱턴 어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핵심능력 교육인증 같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
고 봅니다. 공학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증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회과학 쪽에서는 능력에 대한 검증 체
제가 약하죠..대학교수는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산업계, 일반 사회에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주어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해결방법을 구조화
된 답안으로 제시하는 서술형 평가도구의 장단점에 대해 면담 참여자들은 대체로 신선했다는 반응
과 함께 평가도구의 문제 공간이 넓다는 점, 복합적이고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다층적인 평가도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면담자 : 아헬로 평가도구가 기존에 어떤 다른 도구에 비추어봐서 상대적으로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채점자 F (교양교육 담당 교수) : 네, 아주 입체적이에요. 문제가.
면담자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예를 들어서 몇 가지 형식을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도구에 대
해서 교수님 그 첫인상, 채점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점에 대해서두요.
채점자 F (교양교육 담당 교수) : 그런 게 아니라 난 충격적이었고, 자극적이었어요.
면담자 : 아, 그러셨어요?
채점자 F (교양교육 담당 교수) :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 내 자신이 그렇게 못 가르쳤다는 거죠. 지금까
지 대학교에서 계속 글쓰기 말하기를 가르치면서도. 글쓰기를 가르쳤는데 이런 식으로 추론 어떤 주제를
써봐라 이정도 뭐 써봐라 요렇게만 했었지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상황을 내가 주어주고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이거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서술해봐라 이렇게는 안 해봤다는 거죠. 그랬던 입장
에서 딱 지문을 보고 문제를 보고 아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여러 가지 자료들. 뭐 신문 자료, 그래픽 자료,
사진자료, 여러 가지 서너 개 자료를 주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정돈해보고, 자료들을 어
떻게 구분 짓고, 또 그것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게 자료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제 입장에서 교수는 바쁘니까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
해가지고 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사용된 평가도구와 우리나라 현행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에도 불
구하고 AHELO에서 선보인 평가내용이나 방법이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생 평가의 지향점을 제시
해 주는 부분도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한 면담 참석자는 일부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편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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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 AHELO 테스트 도구와 현행 교육과정, 특히 교양 과목과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채점자 A(경제학과 교수) : 전략...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쓰기 교육은 아헬로
방식과 같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아헬로 방식이 글쓰기 교육의 기준이 된다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글쓰기 교육의 구성을 크게 변화시켜야만 할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아헬로의 교육프로그
램이 자칫 대학간 비교 자료가 되어 지나치게 아헬로방식으로 글쓰기 교육을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찍 학교 측과 AHELO 측과의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면담자 : 일반 핵심능력영역의 수행과제가 국내 대학생들의 분석적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를 평가
하기에 적절한 시험이었다고 보십니까?
채점자 E (교양교육 담당 교수) :대학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영역에 대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영역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면담자 : 그럼 현 시점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해 왔던 수업방식이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있던 대학생들이 이 시험을 통해..
채점자 E (교양교육 담당 교수)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담자 : 왜 그랬을까요?
채점자 E (교양교육 담당 교수) : 아니, 문제 유형 자체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주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우리가 주입식으로 암
기해 왔었고, 그렇게 훈련돼 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좀 낯설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대학교육 방향이 이런 쪽으로 특히 교양교육이 잡혀지게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런
쓸데없는 지식들 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자료를 던져 줬다는게 저는 굉장히 신선했던 거 같아요.
면담자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싶었던 것은 현 상태의 수업방식으로는 이 시험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였는데 그거는 현 상태로라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채점자 E (교양교육 담당 교수) : 그렇죠. 만약에 교수가 너무 많이 개입이 되는 형태의 구성이라면, 다 알려
주고 학생들은 막 받아 적고, 그런데 대학수업이 그런 수업들이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자료를 계속 읽고, 분석하고, 토론하면
서 자기 생각을 구성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교과목이나 교수학습 방법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올바른 방향이고 또 학생들의 평가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결과적으로는.
면담자 : 네. 같은 맥락의 질문이 또 있는데요, AHELO 평가도구하고 현 교육과정, 특히 교양과목이라고 적
어놨는데, 이거의 연계성은 어느 만큼이라고 보세요, 있다 또는 없다.
채점자 E (교양교육 담당 교수) : 숙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서울대에 몇몇 대학에서 지금 교양과목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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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고 있잖아요. 지향점이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의
사결정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를 갖고 교과목이 인문학적인 마인드도 사실은 키워주지만 도구적인
측면에서 그런 사고와 글쓰기, 말하기, 이런 토론능력들을 키워주는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그것이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실습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
각이 돼서 지난번에 그런 비교도 재미있겠다. 이렇게 교양과목을 개편해서 한 25명, 3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과 여전히 알고는 있지만 현실으로 대학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대
학을 비교해본다면 이런 교양 교육의 나름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면담자 : 국내에서 아헬로 테스트와 같은 성과평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아헬로 테스 트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채점자 A(경제학과 교수) : 저는 개인적으로 엔아이이(NIE), 즉 Newspaper in Education 방식이 이번 아헬
로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NIE는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주어진 주제에 맞는 기사정보를 학생들에게 문제
풀이 방식으로 나누어 주고 주어진 기사내용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게 합니다. 답을 적어나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정보에 대한 노출이 일어나고, 2차적으로는 원인과 결과 간 관계를 스
스로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주어진 기사정보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좀 더 세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런 구성을 비교해보면 아헬로
는 NIE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는 NIE 방식을 대학 수업에 응용하
여 문제지와 정보를 나누어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사실을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판단을 세울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업 내용이 예전에 비해 더욱 원활하게 학생들
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예습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조차 수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담자 : 아헬로 테스트가 페다고지, 교육과정, 학생평가체제 변화 등과 관련하여 한국 교양교육에 주는 시
사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점자 A(경제학과 교수) :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할 때 학생 스스로가 많은 지식을 탐구하기를 강요해 왔습
니다. 즉 텍스트화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여 자신의 역량으로 보유하기를 강조합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이를 욕심껏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는 또 새로운 정보를 탐색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자신이
담지 못한 정보를 만날 때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새로운 정보를 던져주고 이를 어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학생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데 학생은 정작 자신의 지식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선생님의 질문
에 대한 답을 찾아내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식창고 안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음을 알고는 선생
님과의 토론을 스스로 멈추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이번 아헬로의 방식은 전혀 새로운 정보를 던져주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쌓여 있는 기초적인 판단력과 분석력을 동원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결론을 이끌어 냅
니다. 이처럼 ‘생각주머니’를 자극하여 자신의 의견을 갖게 만드는 교육방식은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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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HELO 추진의 도전 과제
AHELO과 같은 국제비교정보 산출 목적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
이나 도전과제가 수반될 것이다. 예컨대, 평가영역이나 영역별로 평가요인 설계, 평가도구 선택, 표
집, 평가결과의 산출 방식, 국제 또는 국내 차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해 국내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생각
하는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조사에 참여한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언급한 도전과제
는 타당성 높은 일반핵심능력의 평가 틀과 평가도구의 개발,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 대학 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켜, 제한된 범주의 대학이 아닌 다양한 대학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점수
비교 경쟁이 아니라 대학 내적인 질 제고 노력과 평가를 결합시키는 방안 등이다.
고등교육 전문가 A: 일반역량(generic skills)이 대학에서 길러야 하는 역량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며, 하위영
역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조사지의 지속적 개
발 등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참여 유도가 쉽지 않고,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 결과를 활용해서 어떻게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7) 본사업 참여 결정 시 가장 시급한 조치(대학의 참여 활성화 방안 포함)
AHELO 사업 참여가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적극적 참여 속
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이 수반되어
야 평가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활용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가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AHELO 사업에 대
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 당국의 재정지원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요구 조사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전문가 B : 학부교육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ACE 사업 참여대학이나 교육역량 강화사업
참여대학의 경우 K-CESA를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새로운 역량 도구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대학들의 본 사업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부의 기존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이러한 도구의 활용여부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스 사업의 경우 아헬
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겠지만 수혜대학 숫자가 제한되어 문제가 있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수혜대학 숫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광범위하니까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평가지표에 아헬로 사업 참여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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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식과 결과를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입니다. 특
히 서열 구조의 상위권에서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소수의 사립대학과 법령과 관습의 보호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상당수 국립대학의 참여는 이러한 대학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없이는 참
여를 유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B : 일단 일반 핵심능력 평가사업에 참여한다면 교육역량강화사업 참여대학과 ACE 사업
대학 선정대학과 희망대학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부가 참여하도록 평가지표로 강제하
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공학영역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일차적 대상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교협, 공학인증
평가원 등 협력을 통해 공학인증평가원의 프로그램 평가지표에 학습평가 결과의 활용여부를 포함시키도록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인증평가과 연계한다면, 모든 4년제 대학을 참여대상으로 간주하여 참여대학
을 선정하는 것도 일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E : 특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대학이 스스로의 재원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봐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때 추후 외적 동인 없이도 지속적으
로 참여할 겁니다. 다만 정부재정지원 사업 평가 시 본 사업에 참여하였는가를 지표의 하나로써 평가한다면
대학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면담 참여자들에게 정부가 AHELO 본사업 참여를 결정할 경우, 전략적으로 참여를 준비하기 위
해서 취해야 할 조치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정부 입장에서
평가 참여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대학 입장에서 평가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정치권, 예산부처, 언론 등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논리와 정량 지표를 제시하여AHELO 참여의 이점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지의 중심축
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일부 면담참여자는 사업 추진 체계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전문가 A : 정부가 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어떤 기대를 하는지, 그리고 추진주체와 결과활용 등에
대해서 대학에 명확하게 홍보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대학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
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처럼 일회성 전시성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B :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실업 증가, 이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는
정책 환경에서 대다수 대학이 교육 중심 대학인 상황에서 합리적 구조조정과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해
서는 대학의 교육성과 평가를 보다 체계적,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헬로와
같은 학습성과 평가도구라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확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히 정치권, 예산부처, 언론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논리와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AHELO
참여의 이점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지의 중심축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교협
등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과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기준에 아헬로 사업 참여와 그 결과 활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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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방안과 시기를 논의하는 것도 본사업 참여대학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D : 만약 참여를 하게 된다면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적 지
원이라 함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한 팀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맞죠?, 대규모 국가적 사업이니 만큼
한국교육개발원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일을 추진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전문기관이 담당해하도록 해얄 겁니다. 또 이런 국제평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국내 대학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례분석과 시사점
가. 성균관대학교
1) 검사도구
성균 핵심역량 진단도구
(SungKyun Core Competencies Assessment: SCCA)

2) 개발 목적
성균관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수기치인(修己治人)”과 교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근거로 하여 ‘글
로벌 창의리더’라는 대학교육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인재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교육
모델을 재정립하고 그 과정에서 성균 핵심 역량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집단 및 교내외 전문 센터들
과 협력적으로 리더 역량, 인문 역량, 창의 역량, 학문 역량, 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 등 6대 성균
핵심 역량을 선정하고, 나아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균 핵심 역량 진단 도구(SCCA)를 개발하여 대
학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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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개발 과정

[그림 Ⅳ-19] 성균관대 핵심역량 검사 개발 과정
출처: 고장완(2012)

4) 검사 내용
성균관대학교는 2011년 선정된 핵심역량을 학생들이 대학교육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또한 이러
한 역량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충분히 발달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를 진단할 도구를 개발하였
다. 성균 핵심 역량은 소통 능력, 인문 능력, 학문 능력, 글로벌 능력, 창의 능력, 리더 능력과 같이
총 6가지 능력으로 구성된다. 각 역량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통 역량은 언어적,
비언어적 매체를 통하여 타인 및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된다. 다음으로 인문 역량은 정서적,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고 인간의 숭고한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세 번째로 학문 역량은
스스로 시간관리 및 학업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적성 및 소질을 계발하며 이해･분석･추론을 통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글로벌 역량은 글로벌 환경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편
견 없이 수용하고 존중하며 세계무대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다
양한 글로벌 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 번째 창의 역량은 새롭고 다양
한 관점으로 문제를 발견 및 해결하는 인지적 특성(창의적 사고)과 정의적 특성(창의적 태도 및 동
기)을 갖추고 열린 마음과 태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리더 역량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자신
이 속한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여 함께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더불어 협동하고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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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여섯 가지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소통 역량은 수용력, 전달력, 조정력을 통해
측정된다. 인문 역량은 문화적 소양, 도덕성, 교양능력으로 구성되며, 학문 역량은 지식 탐구, 학습
전력, 학습 동기로 측정된다. 학문 역량은 지식 탐구, 학습 전략, 학습 동기로 구성되며, 글로벌 역
량은 다문화 문화 수용 능력,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 외국어 능력이 포함된다. 창의 역량은 문제
발견 능력, 아이디어 발상 능력, 정교화 및 실행 능력, 독립성, 개방성, 호기심과 몰입이 포함되며,
리더 역량은 비전 개발 및 실행 능력, 대인 관계 능력, 공동체 시민 의식, 협동 능력으로 측정된다.
각 역량에 해당하는 하위 요인 및 문항 수는 <표 Ⅳ-1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Ⅳ-13> 성균관대 핵심역량 구성 요인
역량

하위 요인

문항 수

소통 역량

수용력, 전달력, 조정력

31

인문 역량

문화적 소양, 도덕성, 교양 능력

23

학문 역량

지식 탐구, 학습 전략, 학습 동기

32

글로벌 역량

다양한 문화 수용 능력,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 외국어 능력

24

창의 역량

문제 발견 능력, 아이디어 발상 능력, 정교화 및 실행 능력,
독립성, 개방성, 호기심과 몰입

44

리더 역량

비전 개발 및 실행 능력, 대인 관계 능력, 공동체 시민 의식,
협동 능력

40

총 문항 수

194

출처: 고장완(2012).

또한 고장완(2012)은 각 핵심역량의 하위 역량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확인하는 대표적
인 문항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4> 성균관대 핵심역량 하위 구성 요인 및 조사문항
핵심 역량

소통 역량

256

하위 역량

개념

대표 문항

수용력

타인 및 주변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다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
양한 정보를 이해, 분석, 평가하는 능력 해서 듣는다.

전달력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와 나는 대화할 때 내 말의 의도와 목표를
생각을 표현하거나 알리는 능력
정확하게 말한다.

조정력

전술한 수용력과 전달력을 복합적으로
나는 토론할 때 상대방 주의 핵심을 파
활용하여 복수의 상대방과 일정한 합의
악한다.
에 도달하는 능력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Ⅴ) - 2009-2013 실행가능성 평가 종합 -

핵심 역량

인문 역량

학문 역량

글로벌
역량

하위 역량

개념

대표 문항

문화적 소양

일상의 삶에서 문화적인 지식과 예술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
나는 공연이나 전시회를 관람한다.
며, 다양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
양성을 인정하는 능력

도덕성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고하고 도덕적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실천하는 것은 중
인 행동을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
요하다.
행하기 위한 능력

교양 능력

인성을 함양하며 인간, 자연 및 세계에
나는 자유와 평등, 평화, 인권 등의 문제
대해 균형 잡힌 안목과 통찰력을 지닐
에 관심이 많다.
수 있는 능력

지식 탐구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통합하고, 나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관련 논
활용하는 능력
문이나 책, 저술 등을 직접 탐색한다.

학습 전략

학습의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학습행
나는 목표에 따라 계획적으로 공부한다.
동을 관리하는 능력

학습 동기

학습 과제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해
나는 노력하면 대학 수업에서 충분히 원
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과 학습 과제
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에 도전하고자 하는 정의적 특성

전공 지식
활용 능력

전공 분야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
석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및 관리하고, 나는 전공지식과 전공 관련 기술을 응용
이를 적시에 활용 가능한 정보로 가공 할 수 있다.
하는 역량

다양한
문화 수용
능력

문화적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이들의
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춘 사람들
규범과 가치에 대해 편견 없이 수용하
과 어울리길 좋아한다.
고 존중하는 능력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

외부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이 많
나는 세계의 다양한 이슈(정치, 문화, 경
으며, 각 나라간 차이점과 공통점 등 이
제 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슈의 쟁점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

외국어 능력

세계 무대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 나는 외국인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한 외국어 활용능력
꾸준히 노력한다.

문제 발견 능력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질문
이나 문제를 찾아내고 형성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문제에 대해 민감성(sensitivity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
to problems), 문제 인식, 문제 확인, 문 는 상황에서 문제를 잘 발견한다.
제 형성, 문제 제기, 문제 정의 등의 용
어를 포함

아이디어
발상 능력

다양한 각도로 현상을 파악하고 사물이
나 복잡한 현상들 사이에서 내적 관련 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과
성을 연결 지음으로써 자신만의 새롭고 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을 의미

창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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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리더 역량

하위 역량

개념

대표 문항

정교화 및
실행 능력

산출된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세부사항
을 추가하고 보완함으로써 보다 가치 나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물을 다
있고 정교화된 산물로 발전시키고 이를 듬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현실화하는 능력을 의미

독립성

타인의 말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자기만
의 방식으로 현상을 판단하고 행동을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
하는 자기 주도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는
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제시한다.
성향, 그리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실패
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을 의미

개방성

편견이나 고정 관념 없이 열린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로, 다양한 아이디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이나 정보에 편견을
어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
갖지 않는다.
(diversity)과 애매모호함을 견디어 내
는 특성을 포함

호기심과 몰입

다양한 사물 및 현상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 탐구하는 특성과 자신이
나는 남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도 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갖
심을 갖고 탐구한다.
고 과정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동기특
성을 의미

비전 개발 및
실행 능력

자신의 인생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나는 대학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천하여
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배려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개발
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
하도록 격려해준다.
들과 상호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시민 의식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함께 다
나는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관심이
스릴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
있다.
는 시민 의식

협동 능력

공동체의 목표 달성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 팀빌딩의 과정과 팀워크의 가치를
나는 함께 일하는 동료 학우들이 서로
이해하고 팀의 비전을 함께 개발하기
배려하도록 행동한다.
위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출처: 고장완(2012)

성균관대학교는 성균 핵심 역량 진단 도구(SCCA)를 통해 학생 개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역량 측정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역량 진단으로 개인의 역량의 변화 및 성장을 점검할 뿐 아니라
학교의 성과로 이를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향후 성균관대학교에서 강화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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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역량 개발 교육
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여 학생 발달에 기여하도록 총괄적인 운영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특히 역량에 부합하는 교양 과정, 전공 과정의 교과목 matching을 시도하고
이를 통하여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확립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역량의 측정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과 연계되도록 관린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 숙명여자대학교
1) 검사 도구
숙명 대학생 역량 진단 평가
(Sookmyung-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SM-CLA)

2) 개발 목적
숙명 여자 대학교의 역랑 기반 전형방법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꾸준히 학
생들의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역량 수준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대
학생 역량 진단 개발이 시작되었다. 숙명 인재 핵심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숙명 여자 대학교만의 차
별화된 역량 평가를 개발하고 학생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총체적으로 학생
역량 개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도구 개발의 목적이 된다.

3) 검사 개발 과정

[그림 Ⅳ-20] 숙명여대 대학생 역량 진단 평가 개발 과정
출처: 이숙정(2012)

숙명 여자 대학교에서 배양하고자 하는 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을 설정한 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들은 pilot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문항개발과 동시에
향후 검사의 운영을 위한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인력들의 교육 및 홍
보 활동이 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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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대 역량 개발 프로그램
- 역량 개발 1: 대학 신입생들이 갖추어야 할 4가지 인지적 역량과 4가지 사회적 역량의 기초
를 개발하는 교양 필수과목 운영
- 역량 개발 2: 자신의 진로와 관심분야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하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10가지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필수과목 운영

4) 검사 내용
검사의 내용은 숙명 인재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의 CLA(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검사, 직업능력 개발원의 평가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역량에 해당하는 4가지 인지적
역량과 4가지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는 SM-CLA 1과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10가지 역량을 측정하는
SM-CLA 2로 구성되었다(이숙정, 2012)
<표 Ⅳ-15> 숙명여대 핵심역량 구성 요인
SM-CLA 1
분석적 사고
인지적 역량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책임감

사회적 역량

의사 소통
관계 구축
다문화 감수성
SM-CLA 2

시민 윤리 역량

조직 윤리, 사회적 책무

친화력

친밀감, 배려심, 포용력

영향력

비전 제시력, 통솔력, 타인 육성력

도전 성취 역량

진취성, 성취 지향력, 자기 조절력

자기 전문 역량

트렌드 이해력, 자기 개발 역량

조직 이해 역량

조직 체계 이해 능력, 과업 이해, 조직 충성

전략 기획 역량

사업적 통찰력, 기획력, 자원 활용 능력

변화 주도 역량

변화 감지력, 민첩성, 상황 대처력

위기 관리 역량

갈등 관리력, 쟁점 파악력, 협상력

글로벌 파워 역량

국제적 안목, 이문화 수용 역량

출처: 이숙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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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 여자 대학교는 역량의 측정과 개발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을 성장시켜 나가도록 돕도록 통합적인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이나 더 키우고 싶은 역량을 알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다.

다. 숭실대학교
1) 검사 도구
대학생용 학습 역량 검사(Learning Competence Test - Cognition,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Behavior: LCT-CMB)

2) 개발 목적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고등교육단계인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길러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학생이 자신의 능
력과 학습양식,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3) 검사 내용
대학생용 학습 역량 검사(LCT-CMB)는 대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한 기초 역량, 동기수준, 태도 등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학습역량을 크게 인지, 학습동기, 학습행동의 3개 영역으
로 나누고, 각 영역은 다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으로 세분하였다. 인지영역은 3개 잠재변인, 6개의
측정변인을 포함한다. 학습동기는 2개 잠재변인, 6개 측정변인으로 세분화되고, 학습행동은 2개 잠
재변인, 7개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인지영역이 학습성과에 해당된다. (이경화, 2011)
송윤숙(2012)의 보고에 의하면 인지 영역에서 지식과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3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 영역은 3개 잠재변인, 6개의 측정변인을 포함되어 있다. 인지 영역
의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고 있다. 학
습동기 영역은 정서와 동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서 측정은 우울, 시험 불안, 학습 스트레스로 구성
되며, 동기는 자기 결정성, 학습 목표 지향성, 자기 효능감으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학습행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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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수업 내와 외로 구분된다. 수업 내 영역은 집중 전략, 노트 정리, 기억 전략을 통해 측정되며,
수업 외 영역은 노력 조절, 학습 환경 관리, 도움 및 자원 활용, 진로 준비를 포함한다.
<표 Ⅳ-16> 숭실대 핵심역량 구성요인
영역

잠재변인
지식과
사고

인지

창의성
문제해결

정서
학습
동기
동기

수업 내
영역

학습
행동
수업 외
영역

측정변인

문항수

고등 사고

분석, 비판력, 종합, 적용력 등의 사고 능력

6

초인지

인지인식, 인지점검, 인지평가

6

창의적 능력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6

창의적 성향

호기심, 민감성, 위험감수, 과제 집착력

6

문제 해결 과정

문제인식, 대안탐색

4

조작과 실천

협응력, 신체감각능력, 예술적 표현, 도구 활용 능력

6

우울

슬픔, 우울감정과 두려움, 행동의 집중력 저하, 대인 관계
에서의 두려움을 느끼는 지속적 기분상태

-

시험 불안

시험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과 생리적 변화

-

학습 스트레스

학생들이 학교 공부나 성적, 또는 진로 문제 등에 대한 인
지적 평가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

-

자기 결정성

한 개인의 자기 결정성에 따라 연속선 상에 위치하는 동기

-

학습 목표 지향성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에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하는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행동적 의도

-

자기 효능감

학습 상황에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
의 인지적 판단 수준

-

집중 전략

집중이 이루어지는 정도

-

노트 정리

중요한 내용 노트 필기와 활용

-

기억 전략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고 기억한 내용을 유지하고 인출하
는데 필요한 전략의 사용정도

-

노력 조절

노력하는 정도와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

-

학습 환경 관리

자신이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알고 학습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능력

-

도움 및 자원
활용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다양한 도움과 자원을 활용하
고 협동 학습을 하는 정도

-

진로 준비

진로 선택 과정에 필요한 직업 세계 이해와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독립성 등의 태도

-

출처: 숭실대학교 교육개발센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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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을 구성하는 잠재변인과 하위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Ⅳ-17> 숭실대 핵심역량 구성요인별 하위요소의 개념
구분

요인

고등
사고

하위요소

요인의 개념 정의

분석은 하나의 정보나 문제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구성요소들을 확
인 하고, 구성요소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사고 작용을 의미
분석 및 비판력 한다. 또한 비판력은 정확성, 타당성,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주장,
신념, 정보의 출처를 정밀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
는 능력을 의미한다.
종합은 개개의 관념, 개념, 판단 따위를 결합시켜 새로운 관념이나 개
종합 및 적용력 념을 구성하는 일을 의미하며, 적용력은 문제해결 장면에서 또는 새로
운 상황에서 개념과 원리를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식과
사고

초인지

창의적
능력

창의성

창의적
성향

인지 인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개인 스스로의 사고에 대해 아는 것, 언제,
어디서 획득한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 점검

자신의 아는 정도와 진보를 확인하고, 본래 선택된 전략들이 적절하지
못할 때 적합한 대안적 전략들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 평가

자신의 학습수준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초인지적 전략의 하나인데, 자
신의 답 혹은 문제해결 방법 등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의
미한다.

독창성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
다. 즉 모방이나 파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유기적인 원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사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유창성

특정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낸 해결책이나 아이디어의 양(量)으로, 특정
한 문제 상황이나 주제에 대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통성

융통성이란 사회의 일반적인 고방식, 관점,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해 내는 창의 능력을 의미한다.

호기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특성이 강하여,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현상
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즐기고 경험하고자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민감성

주변 환경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민감한 관
심을 보이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영역을 탐색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나 주위 환경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여겨지는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험 감수

위험이 따르는 일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 하고자 원하는
일이라면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도해보는 특성을 의미한다.

과제 집착력

어려운 과제나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끝까지 과제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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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

조작과
실천

하위요소

요인의 개념 정의

문제 인식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안 탐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탐구하며
방법을 찾는 능력을 의미한다.

협응력

근육, 신경기관, 운동기관 등의 움직임의 상호조정 능력을 의미한다.
즉 머리, 어깨, 입, 팔, 손가락 등을 시각적 탐사와 연결하여 움직이는
신체적 조절 능력을 말한다.

신체 감각 능력

오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신체를 이용하여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술적 표현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언
어나 몸짓 등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활용 능력

목표 달성 혹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목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
절하게 수단이나 도구를 이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출처: 송윤숙(2012)

숭실대학교에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도구는 학생들의 학생역량 뿐만 아니라 학습양식을 측정
하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과 학습양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역량 개발을 위해 개선되
어야 할 부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대학생들
이 자신의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 역량, 학업활동 및 진로 결정과 관련된 학습동기와 학습행동 등의
개인특성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및
교과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송윤숙, 2012).
특히 숭실대학교의 검사는 대학생들이 입학 시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이며 단계적으로 자신
의 인지, 학습동기, 학습행동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자신의 학습양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검사결과를 축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학
습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숭실대학교의 진로지도 교수제도에 학생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련의 과정에 결과를 활용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검사 활용의 효과성 분석 및 활용 방안 개발
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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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양대학교
1) 검사도구
학습 역량 검사

2) 개발 목적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의 목표로 설정한 취업특성화를 위한 휴먼-실용인재
육성과 더불어 전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진단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발의
시작이 되었다.
또한 다른 도구의 활용 예컨대 직업 능력 개발원에서 개발된 K-CESA의 경우 건양대학교 특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진단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건양대학교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
이 있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 이념 및 인재상을 반영한 진단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과 검사 소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학생 핵심 역량 진단 평가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3) 검사 개발 과정

[그림 Ⅳ-21] 건양대 대학생 역량 진단 개발 과정
출처: 박창남･이용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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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내용
건양대학교의 인재상인 봉사하는 리더십, 자기주도 학습능력, 건강한 육체와 정신 함양, 글로벌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을 기반으로 총 8가지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진단하
기 위한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검사의 역량 범주와 검사 유형, 각 검사에 포함된 문항 수와 소요 시
간을 요약하면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 건양대 핵심역량 구성요인 및 측정문항
역량 범주

검사 유형

문항 수

소요 시간

1. 자기 관리 능력

34

10분

2, 대인 관계 능력

62

20분

37

10분

24

5분

5. 글로벌 능력

23

5분

6. 자원 활용 능력

27

10분

5

30분

10

30분

222

120분

3.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자가 체크형

4. 스트레스 관리 능력

7. 문제 해결 능력

수행형

8. 의사 소통 능력
합계
출처: 박창남･이용민(2012)

박창남과 이용민(2012)가 밝힌 각 핵심역량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 관리 능력의 개념
은 자신의 생애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에 유용한 생활태도를 계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스스
로 동기화하고,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두 번째 핵심역량인
대인 관계 능력은 공식적, 비공식적 인간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
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며,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능력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세 번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은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며, 학
습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학습상의 곤란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와 경향성을 의미한
다. 네 번째 스트레스 대처와 관리 능력은 조직 및 개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인식하
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글로벌 능력은 세계화와 다문화
의 흐름을 이해하고, 세계화 맥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자세를 익히고 적용하려는 노
력으로 정의된다. 여섯째 자원 활용 능력의 개념은 학습과 과제 수행을 할 때 정보자원과 내적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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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일곱째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개념화
하며, 문제해결방법을 구성하고, 실행하며, 실행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사 소통 능력은 구어와 문어 상황에서 상대편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
실적 정보, 감정, 의견,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사실적 정보, 감정, 의견, 관점을 정확하
게 그리고 대인관계 맥락과 문화적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또한 각 핵심역량은 하위 역량으로 측정된다. 자기 관리 능력은 생애 설계, 계획 실행력, 자기 관
리 효능감으로 구성되며, 대인 관계 능력은 리더십, 사교성, 갈등 관리, 협력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동기는 자기 주도적 학습 동기, 계획적 학습 실천, 학업 성실성으로 구성되며, 스
트레스 대처와 관리 능력은 스트레스 경험 인식, 스트레서 대처로 이루어진다. 글로벌 능력은 국제
화 인식과 국제화 시도로 이루어지며 자원 활용 능력은 IT 활용 능력, 심리적 자원 활용, 외적 자원
활동을 포함한다.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민감성, 문제 개념화, 문제 해결 방법 구성, 과제 분석, 평
가 능력 5가지로 구성되며, 의사 소통 능력은 사실적 정보 이해력, 감정이나 주장 추론 및 표현 능
력, 비판적 이해와 명료화 능력, 의사 소통 예절을 포함하고 있다. 박창남과 이용민(2012)가 정리한
각 하위역량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이를 묻고 있는 대표 문항을 재구성하면 <표 Ⅳ-19>와 같다.
<표 Ⅳ-19> 건양대 핵심역량 구성요인 및 대표문항
핵심역량

자기
관리
능력

대인
관계
능력

하위 역량

개념

대표 문항

생애 설계

자신의 생애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가지고 있다.

계획 실행력

생애 목표 설계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서 일일 계획, 주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나는 아침에 일일 생활 계획을 세우고
따라서 생활하면서 문제점을 즉각적으 생활한다.
로 해결하려는 태도와 경향성

자기 관리
효능감

자기 관리에 필요한 자신의 책임감, 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기 관리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을 우수하
가지고 완수한다.
다고 평가하는 정도

리더십

크고 작은 조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
나는 팀 과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
렴하고 조정하며 일을 추진하는데 조직
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끌어 가는 능력

사교성

사람과 쉽게 사귀고 친밀한 관계를 형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쉽게 이끌
성하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어 나간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갈등관리

집단에서 타인과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
나는 공동 작업을 할 때 동료 및 선후배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갈등이 발생하
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였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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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자기
주도적
학습
동기

하위 역량

동료 및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도움을
나는 공동 작업 시 어려움을 겪는 동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
및 선후배에게 도움을 준다.
지하는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동기

다양한 학습 목표 달성에 적극적이며, 나는 수업에서 배운 것과 관련하여 독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본다.

계획적
학습 실천

스트레스
경험 인식

문제
해결
능력

268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자
신의 행동, 태도, 정서, 습관 등을 조절 나는 학습 계획표를 세워 학습한다.
하고 관리하는 능력
나는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 내용에 대
학습 목표 달성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
해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 공
히 실행하는 정도
부한다.
조직 및 개인 생활 속에서 대인이 직면
하는 다양한 상황별 스트레스 정도를 학교 생활이 힘들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를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
처해나가는 능력
계획을 세운다.

국제화 인식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개방
적인 자세 및 국제문제를 바라봄에 있 타 문화권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통해서
어서 평등성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과 배울 점이 있다.
인류애를 기초로 한 가치지향적인 태도

국제화 시도

일반적인 글로벌 매너 및 외국어 능력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을 위해 준
함양에 대한 준비도 및 국제화를 위한
비하고 있다.
노력 정도

IT 활용 능력

학습 과제나 일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정기적으로 필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며
한 정보를 수집하고 숙지한다.
다양한 공학적 기계 등을 활용하는 능력

심리적 자원
활용

학습 과제나 일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내적 자원 즉 조망능력, 성실성, 노 나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본
력 등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이를 개 적이 있다.
발･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성

외적 자원 활용

과제와 학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복잡한 과제 수행 시에 학습기자재 및
기술, 시설, 제도 등을 이해하고 학습하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적절히 활용할
며,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수 있다.
능력

문제 민감성

존재하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구분 위 상황에서 A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하는 능력
모두 몇 개 입니까?

문제 개념화

위의 상황에서 제시된 문제를 이상적
문제를 이상적인 상태와 현 상태의 괴
상태와 현 상태의 차이의 관점에서 서
리로 명료화하는 능력
술하게요.

글로벌
능력

자원
활용
능력

대표 문항

협력성

학업 성실성

스트레스
대처와
관리
능력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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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의사소통
능력

하위 역량

개념

대표 문항

문제 해결 방법
구성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
방법을 구성하는 능력
두 서술하세요.

과제 분석

문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에서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
위해서 필요한 과제와 절차를 분석하는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능력
모두 서술하세요.

평가 능력

문제 해결 방법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시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당신의 방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법을 평가하시오.

사실적 정보
이해력

상대가 제시하는 사실적 정보를 이해하 위의 지문에서 상대의 질문의 요지는
고 요지를 요약하는 능력
무엇입니까?

감정이나
주장 추론 및
표현 능력

상대의 의견, 감정 등을 추론하고 자신
위의 지문에서 상대가 원하는 바는 무
의 의견과 감정을 맥락에 맞게 표현하
엇입니까?
는 능력

비판적 이해와
명료화 능력

구어와 문어 상황에서 명료하지 못한
위의 상황에서 명료하지 못한 부분을
부분을 파악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을 생성해보세요.
을 생성하고 표현하는 능력

의사소통 예절

대화 상대의 연력, 지위에 알맞게 예의 위의 지문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를 차려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 찾아서 적절하게 수정하세요.

출처: 박창남･이용민(2012)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건양대학교는 대학의 핵심역량 및 교육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역량 진단 평가 도구 개
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학생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특히 대학의 검사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 소속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의 활용 및
향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도 크다. 또한 직업 능력 개발원을 통해 실
시할 수 있는 K-CESA에 비해 검사 소요 시간이 짧고, 자체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측
정 도구 개발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검사 결과의 활용의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특히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역량 증진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
로그램을 운영해 총괄적인 운영에 노력을 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영에 따른 문제점 역시 제시되
었는데 먼저 학생들이 성실하게 각 문항에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
제는 학생 설문에서 결과의 타당성과 관련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결과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학교 본부의 충분한 설명과 홍보와 더불어 학생들이 검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
는 시간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일정 기간
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그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검사 문항을 학생들이 기억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형으로 구성된 문항들의 경우 학생들의 답을 평가하고 채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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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속적인 인력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 역시 다른 검사보다 많은 시간
이 걸리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마. 서강대학교
1) 검사도구
서강 인재 지수(Sogang Human Quotient: SHQ)

2) 개발 목적
서강대학교는 대학의 교육 목표인 ‘봉사적 인재’, ‘국제적 리더’, ‘지성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인재상인 지성, 인성, 영성(사회봉사)을 두루 갖춘 V(Versatile)자형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
의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학의 ‘VISION 2035’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고유의 교육이념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선
발 및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서강 고유의 학생 선발 및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의 근거
마련을 위해 재학생 고유의 역량을 도출하여 지수화하고, 진단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자하여 개발이 시작되었다.

3) 검사 개발 과정
개념적 탐색을 위해서 예수회의 교육이념과 서강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표방하
는 서강인의 모습과 핵심역량을 도출한 후, 내부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재단, 교수, 재학생, 졸업
생들을 대상으로 서강인이 지녀야 할 대표적인 행동 사례를 도출하였다. 외부정보탐색을 위해서 국
내외 고등교육기관의 사례 검토 및 고교교사들을 통해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수렴하여 서강 인재
모형의 핵심역량을 탐색해 나가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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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 내용

1단계
문헌조사

▶

2단계
인터뷰 및 워크숍

▶

3단계
예비척도 문항개발

▶

4단계
예비척도 설문실시

▶

5단계
예비척도 분석

6단계
결과 보고서 작성

○ 교육이념, 건학이념, 내부 사업보고서 등 자료 분석
○ 대학생 역량 연구분석(관련연구논문, 타대학 사례)

○ 개별 인터뷰를 통한 서강인의 대표 행동사례 수집
○ 워크숍을 통해 서강인을 대표하는 행동사례 수립

○ 행동사례 내용 분석 및 분류
○ 예비척도 문항 선정

○ 설문대상자 표본 설계(전공, 성별, 학년 등)
○ 재학생 대상으로 Pilot Test실시

○ 데이터 분석(상관분석, 요인분석, 변별도 분석 등)
○ 서강인재 모형 검토[핵심역량(案) 도출)

○ 연구 보고서 정리
○ SHQ 1단계 연구결과 보고회

[그림 Ⅳ-22] 서강대 대학생 역량 진단 개발 과정
출처: 서강대 내부 자료

4) 검사 내용
서강 인재 지수 척도(SHQ)는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갖춰야 할 본교 고유의 핵심 역량을 측정하여
신입생 선발 및 재학생 육성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척도이다. 척도는 7개의 영역
과 이를 측정하는 20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영역이 의미하는 것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 수월성 추구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배우며,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
도록 융합적인 전문성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목표성취 의지는 마음먹은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고자 애쓰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추구 가치의 통합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상위의 가치에 적합하도록 통합시키고 그것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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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네 번째로 도전에 대한 열정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것
을 만들기 위해서 위험이 따르더라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성심을 다하는 것을 의미
한다. 다섯 번째로 공동체 지향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구성원을
배려하고 섬김으로써 하나 됨을 강조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관계속의 조
화 추구(조화로운 관계 형성)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서로 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격형성의 도야(전인적 인격도야)는 인
간성의 내면적 형성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며, 항상 보다 나은 인간이 되
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각 영역별 하위요인과 구성되는 문항 수를 정리하면 <표 Ⅳ-20>과 같다.
<표 Ⅳ-20> 서강대 핵심역량 구성요인
영역

하위 요인

문항 수

배움에 대한 열정

9

미래지향적 도전정신

15

창의적 문제해결

8

긍정적 자기인식

6

적극적 의사표현

3

목표 지향적 자기통제

11

완수에 대한 의지

6

유연한 조정능력

5

타인존중태도

3

정진적 자기성찰

4

위험감수

3

성취동기

7

사회적 원망성

9

새로운 지식추구

7

공동체에 대한 긍지

3

공동체 참여의식

6

관계속의 조화추구
(조화로운 관계형성)

사회적 관계구축

6

타인에 대한 배려

2

인격형성의 도야
(전인적 인격도야)

자기유능성

2

자기 수양적 절제

9

학문적 수월성 추구

목표 성취 의지

추구 가치의 통합

도전에 대한 열정

공동체 지향

출처: 서강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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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영역별로 측정 요인의 정의와 이를 대표하는 문항들을 정리하면 <표 Ⅳ-21>과 같다.
<표 Ⅳ-21> 서강대 핵심역량 구성요인 및 대표문항
영역

학문적
수월성
추구

목표
성취 의지

추구 가치의
통합

도전에 대한 열정

측정 요인

정의

대표 문항

배움에
대한 열정

지금보터 더 깊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
추구하며, 배움에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
기 때문이다.
아 붓는 것

미래 지향적
도전 정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음으로써, 더 높은 목 나는 어려운 일일수록 더 도전의식을
표를 세우고,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느낀다.
하는 것

창의적
문제 해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나는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 한 가
위해서 여러 대안들 속에서 적합한 해결안
지 이상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다.
을 찾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것.

긍정적
자기 인식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면 충분히 지금 하
나는 어떤 일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고 일들을 성공시킬 수 있고 믿으며, 나아
못하는 것 같다.
가 나의 미래 성공가능성에 대해 확신하는 것

적극적
의사표현

자신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나는 수업시간에 어려움 없이 내 의견
을 주저함 없이 소신 있게 표현하는 것
을 말할 수 있다.

목표 지향적
자기통제

마음먹은 바를 완수하기 위해서 순간의 욕
자기개발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시작
구 충족을 억제하여 만족을 지연 시킴으로
할 때마다 번번히 몇 일을 넘기지 못
써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을 달성하기위해
하고 중단한다.
필요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것

완수에
대한 의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맡겨진 일이 끝나지 않으면 잠이 잘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수해 내는 것 오지 않는다.

유연한
조정 능력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정확히 듣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과의 차이를 분명히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그가 원하는
파악한 후 타인과 대립되는 의견을 조율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는 능력

역지사지적
자세

타인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
인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대하
추어질지 생각한다.
는것

정진적
자기 성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되돌아보고 탐색함
나는 화가 나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
으로서 진정한 자아를 탐구하고 더 나은 모
는지 생각해 본다.
습을 갖추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

위험 감수

남과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 보고, 그 과정
나는 나 스스로 모험심이 강하다고 생
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각한다.
감수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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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측정 요인

인격 형성의
도야
(전인적
인격 도야)

대표 문항

성취 동기

새로운 것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
지며, 스스로 세운 어려운 목표나 아직 아 나는 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즐겁게
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 생활하려고 한다.
는것

사회적
원만성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자신
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하며, 이를 지속
낮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
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식적/비공
식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새로운
지식에
대한 추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자
이를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쏟는 것

공동체에
대한 긍지

자신이속해있는학교의가치를믿고당당히여
내가 우리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기며,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학교보다 좋
자부심을 느낀다.
다고 여기는 것

공동체
참여 의식

학교를자신의정체성을구성하고있는중요한
우리 학교에 다니는 것은 나에게 중요
요소로여겨동일시하고,학교활동에적극적
한 영향을 미친다.
으로참여하는것

사회적
관계 구축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여러 모임이
낮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
나 활동에서 사교성 있게 행동하는 것

인간성
존중과 배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
사람들은 나에게서 차갑다거나 거리
을 따뜻하게 대함으로서 상대방이 나를 가
감을 느낀다.
깝게 여기도록 하는 것

자기
유능성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며, 이로 인해 원하는 나는 어떤 일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못하는 것 같다.

자기
수양적 절제

순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나는 쉽게 위협감을 느낀다.
사고, 감정,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

공동체 지향

관계 속의
조화 추구
(조화로운
관계형성)

정의

출처: 서강대 내부 자료

서강대학교는 V자형 인재양성 및 특별한 서강이라는 대학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학의
독특함을 반영한 핵심 역량을 규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측정하고 성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적 능력만이 아니라, 인류
에 대한 봉사와 헌신적 자세로서 국제적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
이며 재학생들이 높은 학업지식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과 사회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겸비한 인성/지성/영성을 겸비한 인재로 육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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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이상의 국내 대학의 학습성과 평가 사례 분석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례 분석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첫째, 개발 대학 차원에서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의 계기/동기는 무엇인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외재적 압력이나 상황에 주
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학내에서 내부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인가? 둘째, 평가 개발 목적, 평가 영
역 및 평가 내용 등에 있어서 공통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셋째, 정부 또는 대학 차원의 정
책 측면을 고려할 때, 개발 대학이 개발한 학습성과 평가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가? 인증평
가에 대한 대비 등 질 보장 목적? 대학 자체 평가나 장기발전계획 등에 활용? 교육역량강화 지원사
업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 대비용? 아니면 순수한 학생 지원 및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정보
확보? 넷째, 개별 대학이 개발한 학습성과 평가도구가 평가방법 측면에서 갖고 있는 제한점은 무엇
일까?
이하에서는 이들 네 개 고려 요인별로 국내 대학의 학습성과 평가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 개발 대학 차원에서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의 계기/동기는 무엇인가? 교육역량강화사
업 등 외재적 압력이나 상황에 주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학내에서 내부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
인가?
개별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도구의 개발은 크게 두 가지 기제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먼저 개별 대학이 목표로 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의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된 것에서 출발한다. 대학교육을 선택하고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학생들과 더불어 학부모, 기업,
정부와 같은 관련자들에게 목표로 한 교육의 성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중등
교육에 집중되어 왔던 사회적 관심이 대학교육의 대중화에 따라 고등교육으로 옮겨오면서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따라서 개별 대학들은 학생들이 최소 2~4년간의 시간 및 자원의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성과가 무엇인지와 더불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
했다. 또한 과거보다 각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교육의 성과를 확
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개별 대학들은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대학에서 길러져야할 역량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 사업에 의한 외재적 상황 역시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
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10년부터 진행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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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사업들은 대학들이 주도적으로 대학교육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제시
하고 이를 평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승인받게 된다. 대학들이 승인받은 개선 계획과 사업들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각 대학에 교육이념에 상응하
는 개선 계획과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함께 구성해야했으며 이를 위해 학습성과 평가도구의 활용
이 가속화되었다. 그 예로 성균관대학교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서 달성해야할 정
량지표로 각 대학에서 개발한 학습성과 평가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고등교육 관
련자들에게 대학교육 선진화를 통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은 대학의 인식 변화와 외부적 필요성에 의해 활성화되어
왔다.
□ 평가 개발 목적,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등에 있어서 공통점,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개별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도구의 개발 목적은 공통적으로 대학의 교육목적이 목표로 하는
인재 양성에 기반이 되는 주요 역량들이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각 대학
은 고유한 교육목적에 근거하여 대학교육을 통해 중점적으로 길러져야하는 역량들을 정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는 형식을 취했다. 예를 들면 숙명여자 대학교는 숙명 인재 핵심 역
량 모델을 구성하여 측정영역을 구성하고, 건양대학교는 인재상인 봉사하는 리더십, 자기주도 학습
능력, 건강한 육체와 정신 함양 등을 기반으로 핵심역량을 정의하였다.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 건학
이념인 수기치인(修己治人)과 교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인재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로 측정에 활용하고 있는 세부 영역들은 공통된 영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대학들이 정의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은 크게 인지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학생
들의 인지적 사고력에 대한 측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을 통해 배양되기를
기대되는 공통적인 성과로 인지적 역량을 설정하고 이러한 역량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인지영역과 더불어 학습동기와 학습행동을 측정하여 학
습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된 학습 역량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그 외의 대학들은 의사소통, 협
동 능력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영역을 함께 측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평가영역 및 내용은 비슷하
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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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또는 대학 차원의 정책 측면을 고려할 때, 개발 대학이 개발한 학습성과 평가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가?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도구의 활용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개별 대학은 소
속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전공에 대
한 지식 습득은 주로 GP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분
석적 사고력 등과 같은 대학교육에서 요구되는 일반역량에 대한 성취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역량이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해당 대학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들은 학생들이 더욱 개발해야하는 능력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지원되어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
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자료는 대학 장기 발전 계획을 위한 현재의
상태를 수치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앞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선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여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 둘째, 개별 대학들은 학습성과 평가도구의 결과는 대학 평가 인증
및 정부 재정 지원 사업성과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보여주는 여러 방법들
이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학생성과의 기록과 더불어 학습성과 평가도구의 수치화된 결과가 함께 활
용되면 대학교육의 효과를 보다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몇몇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별 대학이 설정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대학에서 개발한 학습성과 평가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에 더욱 많은 관심가지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학습성과 평가도구 결과는 대학교육의 효과
성과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대학 교수 및 연구자들의 연구에 중요
한 자료가 된다. 개별 대학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대학 정책 지원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학문적 차
원에서 대학교육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역동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는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을 조사한 국가수준의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효과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은 개별 대학 차원의 자료가 확보됨을 통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개별 대학이 개발한 학습성과 평가도구가 평가방법 측면에서 갖고 있는 제한점은 무엇일까?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도구는 개별 대학의 교육목적에 상응하는 개발 가능성과 개발 용이성
그리고 다양한 활용방안 등의 장점을 가지지만 다음의 제한점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 먼저 각 대학
이 설정하고 있는 학습성과에 절대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현재 개발된 대학 차원의 학습성과 평가
도구는 해당 대학의 고유한 교육목적과 그간의 문헌을 통해 대학교육에서 요청되는 공통적인 역량
을 혼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비슷해 보이면서도 개별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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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학습성과에 대한 공유된 합의
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 대학교육의 공통된 학습성과인지에 대한 공유되는 개념이 필요
하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비슷하게 현재 개별 대학 차원에서 개발되는 학습성과 평가도구는 다른 대학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활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대학이 비슷한 영역의 내용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칭하는 명칭이나 세부 측정하는 문항이 조금씩 상이하게 구
성됨에 따라 대학별로 학생들의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우리보다 일찍 이러한 학생설문을 통해 학습성과 평가를 실시한 나라와의 국제비교를 위한 연계 역
시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대학 차원에서 개발된 학습성과 평가도구는 일부 대학의 소수 영역을 제외하
고는 간접적인 평가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발달에 대해 자기보고식
(self-report)으로 설문에 응답하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활용
하는 이유는 설문의 개발 및 평가에 비교적 적은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효과적
으로 측정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방안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성과에 대해 자기보고식으
로 응답하는 것은 정확한 성과 측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 및 발달에 대한 인식이 실
제 학습 및 발달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학습성과를 과대하게 인식하는
경우 또는 지나치게 적게 생각하는 경우 등은 실제적인 학습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능력 발달을
측정하는 것이 함께 활용될 필요가 있다.
개별 대학의 학습성과 평가도구 활용의 마지막 제한점은 학생참여이다. 현재 숙명여자 대학교와
같이 개발된 학습성과 평가도구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도 있지만 많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다. 그러나 기타 이미 많은 설문들은 수행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학습성과 평가도구에의 참여는 또 다른 부담으
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규모 대학일수록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참여학생들의 분포와 대표성에 대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
를 높이기 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공유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학 기관 차원에서 각 개발도구에 대
한 관심을 높이고 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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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

OECD가 2013년 11월에 발표할 AHELO 본사업(Main Study)에 대해 초안37)(OECD, 2013b)에 의
하면 지난 4년간 진행된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침내 2014년부터 본사업이 추진될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제2~4장에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AHELO)를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그동안 AHELO 사업 참여의 필요
성은 우리나라가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본사업의 출범을 앞두고 다
시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2~5장의 연구결과(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 동향 분석 결과, 국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요구 분석 결과, 사
업 쟁점 분석 등)을 토대로 OECD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 방안에서는
AHELO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AHELO 본사업의 참여와 국내 실행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주요 의사결정과 실행과제 등에 대하여 상세히 논의하였다.

1 학습성과 평가 추진의 필요성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루어진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실행가능성 연구(The
AHELO Feasibility study)가 마침내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HELO 본사업의 참여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 투입만이 아니라 국내 대학들의 적극적
인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업에의 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림 Ⅴ-1]과 같이 크게 3개 자
료원(資料原)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7) AHEO 본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동 문건은 OECD 부교육국장인 Andreas Schleicher가 작성하였으며, 2013년 11월
중순경 OECD 교육관련 최고의사결정 조직인 교육위원회 정례회의에 회의 문건으로 제출, 논의될 예정이다. 동 문건의 초안이 내용 검토
목적으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 국가전문가그룹에게 10월 초에 배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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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AHELO 본사업 참여결정 참고자료
자료: 연구진 작성.

첫째,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2012년에 이루어진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이다. 두 가지 자료로, “AHELO 본사업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OECD 사업본부의 판단과 국내 관계
자들의 판단 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AHELO 본사업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국제사회
와 국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AHELO 추진 관련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
국 동향 분석 결과이다.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AHELO 사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국가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AHELO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
한 국내 고등교육 관계자들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HELO 사업은 그 특징상 대학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평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는 대학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수요는 AHELO 본사
업 참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국내 대학의 수요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본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목적은 과학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의 “실행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해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평가도구의 적합성 측면을 말하는 과학적 측면의 실행가능
성 검토는 문화, 언어 및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참여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학교육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실천적 측면의 “실행가능성”은 대학과
학생들을 대규모 국제평가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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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공학과 경
제학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 통계치가 확보되었으며,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타
당도와 신뢰도는 다소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구인타당도,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공인타당도 등 4
개 타당도 분석 기법을 활용한 타당도 분석에서, 전공 영역은 구인타당도,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모두 안정적 수준의 타당도를, 공인타당도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에 일반핵
심능력 영역의 경우 구인타당도와 안면타당도에서는 양호한 수준의 결과가 나온 반면에, 내용타당
도와 공인타당도에서는 제한적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반핵심능력 평가 영역의 경우 참여국 대표
를 포함한 평가 참여자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가
틀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평가도구의 타당도에 대한 확신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통계분
석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OECD 사업본부는 앞
서 언급한 AHELO 본사업 추진에 관한 문건에서 공학은 별도의 평가 틀 개발 없이 즉각적으로 평가
를 추진하는 영역(repeated strand)로, 일반핵심능력 영역은 평가 틀 개발부터 추진하는 영역
(conceptual strand)로 분류하여 본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AHELO와 같은 국제비교평가의 실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과 교수를 모집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무선표집(확률표집)을 사용
한다는 조건에 50% 이상 참여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었다. 2장 4절에 제시하였듯
이 학생 참여율은 참여국 간 차이가 매우 컸다. 17국 중 5개국은 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4개의 참여율은 매우 낮았다. 이들 외에 다른 16개 참여국에서는 대학별 참여율 분포가 상당히 광범
위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체제 혹은 문화적 요인보다는 각 참여대학의 전략이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는 시사를 한다. 평가영역별 참여율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공학과 경제학 영
역의 참여율이 일반핵심능력 영역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AHELO에 대한 대학의 관심은 기
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장 1절에서 기술하였듯이 상당수 참여국 대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성과 중 하나로 학습성과에 대한 대학의 높은 관심을 손꼽았다. 평가실행 결과를 검토한
OECD 사업본부는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겠으나 실천적 측면의 “실행가능
성”을 확인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 국내 차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적 측면의 ‘실행가능
성’ 점검은 한국 데이터를 포함하여 국제 차원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별도의 심층적 분석을 실
시하지 않았다. 다만, OECD가 제시한 타당도 검증 방법 중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구인타당도 검
증은 국내 차원에서 시도하였다. 2011년 보고서와 2012년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전문가들

KEDI 283

Ⅴ OECD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

과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반
핵심능력 측정도구로서 일정 수준의 타당도를 가갖추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평가 실행 측면을 살
펴보면, 5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10일 동안 총 17회 테스트 세션이 운영되었으며 일부 학생들이
시스템 에러를 경험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평가 실행이 완료되었다. 학생 참여율은 가장
낮은 대학이 37.7%였고 가장 높은 대학은 60.7%였으며 평균 참여율은 51.9%였다. 이러한 학생 참
여율 수준은 정부나 대학 차원의 정책적 개입 없이 참여대학 사업담당자의 노력만으로 성취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따라서 국내에서 실천적 측면의 “실행가능성”
은 확인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나.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 동향 분석 결과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했던 17개국의 의견은 AHELO 본사업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2013년에 실시된 OECD 사업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17개
국 대표 대부분은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평가도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을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서 지적하였다. 지식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성과 평가도구를 개발한 것을 획기적인 성과
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둘째, 참여국 대부분은 평가실행 측면에서 국제비교 학습성과 평가가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한 것을 주요 성과로서 성과로 손꼽았다. 평가 실행 전에는 AHELO와 같은 국제비교평가 사업에 광
범위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대학을 참여시키는 동시에 대학생을 무선표집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는 발상은 AHELO 사업의 가장 도전적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호주, 캐나
다, 일본, 콜롬비아, 이집트, 이태리 등에서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결과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학생 참여도 대다수 참여국들이 AHELO 실행
가능성 평가의 주요 성과로 지적하는 부분이었다. 특히 아부다비, 콜롬비아, 멕시코, 러시아 등 대
학생 참여율이 80% 이상을 기록한 국가들은 매우 제한된 일정 속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무선표집
한 후에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현장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수행평가 채점을 완료한 점을 중
요한 사업 성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서 촉발된 참여국의 질 보장 체제도 주요한 성과로서
지적되었다. 17개 참여국 중 70%가 넘는 참여국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가 새로운 평가 유형의
도입, 평가문화의 성숙 등 자국의 질 보장 체제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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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핀란드, 이태리를 포함하는 상당수 참여국은 AHELO가 지향
하는 평가에 대한 대학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이는 기존 대학평가로부터
새로운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했던 17개국들은 전체적으로 국제비교 고등교육 학
습성과 평가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국가별 의견을 보다 상세히 제시하면 <표Ⅴ
-1>과 같다.
<표 Ⅴ-1>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성과에 대한 참여국 대표들의 인식
참여국

내용

아부다비

∙ 새로운 평가 분야의 개척, 자국 내 질 보장 체제 개선
∙ 학습성과 평가도구에 대한 정보 확보
∙ 대학생의 학습성과 수준에 대한 실증적 정보 확보, 정책결정자들에게 현 교육 체제의 기능 점검 기회
제공
∙ AHELO와 유사한 국가 수준 평가 개발의 발판 마련 및 프로젝트실행과 운영에 대한 국가수준의 역량
확인

호주

∙
∙
∙
∙

학습성과 및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새로운 논의 시작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 역량 구축,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공학 전공 학생의 학습성과 수준 확인
학습성과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수요 확인
국제적 유대관계,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한 역량 구축

벨기에

∙ 국제 비교 가능한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의 가능성 확인
∙ 국제비교평가에 관한 노하우 획득

캐나다

∙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교수와 대학의 높은 관심과 수요 확인
∙ AHELO가 지향하는 학습성과 평가의 중요성 확인

콜롬비아

∙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높은 수요 확인(26개 섭외 대학 중 25개 참여)
∙ 정부-대학 간 협력 통한 높은 학생 참여율 기록(95%)
∙ SABER PRO라는 국가 수준의 대학생 평가 체제와 연계

이집트

∙ 높은 참여율 달성
∙ 노동시장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필요성에 대한 대학 사회 인식 제고
∙ 최초의 온라인 국제비교 학습성과 평가 실행가능성 확인

핀란드

∙ AHELO에 대한 핀란드 대학의 높은 관심 확인
∙ 성공적인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 실행 완료
∙ 강력한 정부 지원과 국가 내 대학 역량 확인

이태리

∙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도입
∙ 성공적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실행 및 국가센터의 관리
∙ AHELO 평가방법을 차용한 국가 수준의 후속 평가 실행

일본

∙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공학도 역량 및 학습성과 개념 틀 구축
∙ 역량과 학습성과를 개념화하고 측정에 대한 명확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 글로벌 파트너와의 팀워크를 통한 경험 및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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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내용

한국

∙ 최소한의 정부 지원으로 50개 이상의 학과의 학생 대상 무선표집의 성공적 실행 및 학습성과 실증
데이터 확보
∙ 정부, 전문가, 참여대학, 국가센터간의 협력 체제 구축
∙ 대학 내 교수-학습 질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증대

쿠웨이트

멕시코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학습성과 평가의 가능성 확인
∙ 학습(student learning)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인
∙ 기관의 질, 교수법의 질, 학습의 질 측정이 가능한 국제적 벤치마크 도출
∙
∙
∙
∙

AHELO에 대한 멕시코 대학의 높은 관심도 확인
높은 참여율 달성
영역별 다양한 관계자의 높은 관심과 지원
국가 내 협업체계 구축. GNE, NPM, 교육부의 재정 지원 확보

네덜란드

∙ 국제적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의 가능성 확인
∙ 국가센터 수준의 운영 및 관리 가능
∙ 제안된 일정 내 평가 실행 완료

노르웨이

∙ 노르웨이 국가사업팀 내 협력 체제 구축
∙ 온라인 국제비교평가 실행의 가능성 확인
∙ 대학 차원에서 학생참여 및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법 시도, 실행착오를 거친 정보 확보

러시아

슬로바키아

미국

∙ 대학의 높은 참여도 및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의 지원
∙ 높은 학생 응답율
∙ 대학의 높은 참여도 및 학생 참여 확인
∙ (국제평가사업자를 통해 확인된 방법으로)국제비교 틀 내에서 학습성과에 대한 실증 정보 획득
∙ 원활한 평가진행 및 기술적 지원제공
∙ AHELO 참여에 대한 다양한 고등교육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지원 확보
∙ 국제･국가･기관의 협력 하에 성공적으로 평가 진행
∙ 예산 미확보 및 평가개발 지체, 프로젝트 조정과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의 관
심 및 참여 유지

자료: OECD(2013a)에 소개된 참여국 국가보고서와 관련 국제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다. 국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요구 분석 결과
본 연구와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총 41명의 관계자들38)을 대상
으로 실시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다수 면담자들
은 AHELO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과 중심의 대학교육 질에 대한 정보 수요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활용할 만한 데이터가

38) 조사대상은 1)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 총괄책임자/담당자 14명, 2) 실행가능성 평가 비참여대학 관계자 7명, 3)공학교육인증 관련 전문가
인증원 4명, 4) 고등교육 전문가 5명, 5) 실행가능성 평가 채점에 참여한 교수 11명 등 다섯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구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4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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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AHELO 참여를 통해 신뢰롭고 적합성 높은 학습성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볼 때 AHELO와 같은 평가가 국제 또는 국내 차원의 질 보장 체제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학평가 역량 제고 차원에서 본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두 주자가 되어서 대학생의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
고, 그러한 동향에 상응하여 국내 고등교육의 평가체제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담 결과는 성과 중심의 대학교육 질에 대한 정보 수요 충족, 고등교육
질 관리 역량 제고를 고려할 때 AHELO 사업 참여의 논리적 근거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모든
대학들이 AHELO 사업에 관심을 갖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성과평가에 대한 대학 내재적 동
기가 커지고 있으며, AHELO 사업에서 대학 나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학 집단이 분명히 있
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 대부분은 AHELO 본사업의 국가 및 대학 차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로는 ‘취업률‘이나 ’학생충원율‘에 한정된 대
학교육 성과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학교육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할 것
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대안적인 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대학교육의 목표가 취업에만 국한되지
않을뿐더러, 취업률은 대학이 교육을 위해 쏟는 노력 이외에 다른 대학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최근 수년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역
량을 제대로 길렀는지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AHELO가 이러한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 교육평가의 개혁에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서 실시한 AHELO 사업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총 41명) 대부분은 AHELO 사업이 필요하며 실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행될 수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Ⅴ-2>와 같다.
<표 Ⅴ-2> AHELO 사업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 인식 조사 결과
구분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AHELO 사업의 필요성

∙ 신뢰롭고 적합성 높은 고등교육 학습성과 정보를 확보 가능
∙ 향후 AHELO 사업이 국제 및 국내 차원의 질보장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제적 대응 필요

AHELO 사업의
효용성

∙ ‘취업률‘이나 ’학생충원율‘에 한정된 대학교육 성과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학교육의 성
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역할 담당
∙ AHELO가 이러한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교육평가의 개혁에 중요한 방향타 역할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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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 결정 여부에 관한 시사점
앞서 제시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전체 참여국 동향 분석, AHELO 주요 참여국 사례 분석,
국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수요 분석 결과 결과를 토대로 할 때, AHELO 본사업의 참여 필요성
은 큰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을 포함한 상당한 행재정 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보
이나 국내 고등교육 평가 패러다임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HELO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성은 국내 사업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OECD 사무국에 의해서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2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추진 방안
가. 평가 추진 프로세스 개관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제시된 요인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2]에 있는 요인들은 지난 3년간 실행가능성 평가 과정을 통해서 AHELO 사업 실행을 위
해서 각국 또는 개별 국가내의 사업 주관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나타났다.
우선, AHELO 본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고등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서 어떠한 평가영역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AHELO 본사업에 대해 OECD가 2013
년 11월에 발표할 초안(OECD, 2013b)에 의하면, 경제학, 공학은 평가 프레임웤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즉각적을 평가를 시행하는 영역(single repeated strand)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핵심
능력 영역은 평가틀의 개발부터 시작하는 영역(conceptual strand)로 분류되어 있다39). 따라서 이
중에 어떠한 영역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39)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평가영역을 Conceptual strand, developmental strand, repeat strand로 분류하였다.
repeat strands는 공학과 경제학처럼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가 틀이 있고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 학문 분야가 동 영역으
로 구분된다. developmental strand는 유럽연합 국가에서 사용하는 평가 틀인 Tuning처럼 제한적이나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틀이
있으나 타당성 검토가 좀더 필요한 학분 분야(예. 컴퓨터 공학, 기계공학, 약학, 수학, 화학 등)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Conceptual strand는
국제적인 평가 틀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분야를 지칭한다(OECD, 2013b,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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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AHELO 본사업 국내 추진 프로세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Ⅴ-3] AHELO 본사업 평가영역(안)
자료: OECD(2013b, p. 9.)

둘째, OECD AHELO 사무국과 협력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국내 사업추진체제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AHELO 사업을 총괄하는 지원하는 정부 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AHELO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국내 사업시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OECD AHELO 사무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국내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운
영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AHELO 본 사업 예산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국내 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유형별로 고정비용(fixed costs)와 국가별 추가부담 비용(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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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er country)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AHELO 본 사업의 국내 사업시행기관으로서 선정된 기관에서는 OECD 사무국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협력활동, 평가 설계 관련 협력활동(평가도구 번역 및 시범테스트 실시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참여 대학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해당 대학에서 AHELO 평가가 잘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여 대학을 선정한 후에는 대
학별로 사업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이들과 국내 사업시행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학습성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에 참여하는 대학에서는 AHELO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학교 배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고,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
고, 평가의 목적 및 특징 등에 관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HELO 가이
드라인에 맞추어 시험장을 여건을 갖춘 후에 AHELO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각 대학으로부터 평가지를 수거한 후에 훈련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험지를 채점하게 하고, 그 결과를 OECD 사무국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HELO
본사업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분석하며 교육부에 보고하고, 참여 대학들에게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류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업을 위한 노력들이 국내 고등교
육 정책개선과 개별 대학의 교육혁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AHELO
본사업의 주요 단계별로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의사결정과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나. 평가 추진 절차
1) 평가 참여 영역 선정
제4장에서 제시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의 동향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일반핵심능력
평가와 전공영역(경제학, 공학) 평가는 각각 한계도 있지만, 그 자체로서 고등교육 학습평가의 새로
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서 새로운 국제 비교가능한 평
가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영역 중에 어느 영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Ⅴ-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핵심능력 평가와 전공 영역 평
가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가지고 있다.
평가영역별로 장단점을 살펴보면, 일반핵심능력(Generic Skills) 평가의 경우 그동안 고등교육전
문가들에 의해서 필요성은 인정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되지 못했던 대학생의 핵심 능력
(비판적･분석적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글쓰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아울러 ‘수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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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task)’ 평가방법을 통해 대학생의 고차원적 사고능력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반면에 모든 OECD 국제비교평가에서는 ‘무선표집’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표집 방식이 모든 전공
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핵심능력 평가에 적용될 경우, 참여 학생 모집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일반핵심능력 학습성과 평가가 국제적으로 합의
된 평가 틀 없이 기존 평가도구만을 가지고 추진되었고, 평가 결과, 높은 수준의 평가도구 타당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AHELO 본사업에서 별도의 평가영역으로서 일반핵심능력 평가를 추진하
려면 평가 프레임워크(conceptual framework) 개발부터 시작하고, 이 과정이 완료된 후에 평가도
구가 개발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공영역(경제학, 공학) 평가는 이미 전공분야별로 국제인증이 추진되고 있어
서 평가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하며, 실행가능성 평가 연구에서도 학습
성과의 국제비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전공학생 대상별로 전수조사를 적용할 수 있어서 학
생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공영역 평가는 평가 대상이 되는 전공영역
(공학 등) 학생만이 평가되기에 다른 전공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공학과 같은 전공
영역 평가에만 참여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특정 전공의 역량 평가만을 지원하는 논리를 찾는 데 어
려움이 있고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제한점이 있다.
한편 2013년 11월 OECD 교육정책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인 AHELO 본사업 추진 방안 보고서 초
안(OECD, 2013b)에 의하면, AHELO 본평가 1주기 때 공학과 경제학 분야 평가를 하면서 일반핵심
능력 평가를 공통 평가요인으로 구성하여 전공 간 일반핵심능력 측면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1) 산업계 등 대학 외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핵심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사실, 2)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기술자문위원회와 국
가전문가그룹 회의에서도 서로 다른 전공 간 일반핵심능력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
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표 Ⅴ-3>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 과정에서 파악한 평가영역별 장단점 분석과 금년도
에 실시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국내 고등교육 전문가의 요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
한 일반핵심능력 및 전공 영역의 장단점이다. 이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공학분야 평가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핵심능력 평가의 경우 평가 프레임웤이 개발된 이후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에서 공학평가인증제도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이를 담당하는 평가기구인 한국공학교육인증원도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학분야 평가도구 개
발 및 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수행
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국내 요구 조사 결과(IV-3)”에서도 일반핵심능력 평가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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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를 동시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평가에 대한 성과가 비교적 명확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
영역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표 Ⅴ-3> 일반 핵심능력 평가와 전공 영역 평가의 장단점 비교
구분

일반 핵심능력 평가

전공 영역 평가

장점

∙ 전공학생 대상별로 전수조사 활용하여 학생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서 전공영역(공학, 경제학)
학습성과의 국제비교 가능성이 확인됨
∙ ‘수행과제(performance task)’ 평가방법을 통해 대학
∙ 본사업에서 평가 틀 개발없이 즉각적인 평가 착수 예정
생의 고차원적 사고능력 측정 가능
∙ 평가목적이나 평가내용이 상대적으로 명료하여 관계
∙ 다양한 전공 배경 학생들에 대한 학습성과 데이터 확
자 설득에 용이함.
보.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 학문 분야별 차이 분석 등
∙ 공학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가 역량이나 준비
풍부한 정책 시사점 도출 가능
수준 등 제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 공학교육인증원과 연계 추진 시 많은 대학 참여 기대
가 가능함.

단점

∙ ‘무선표집’ 적용이 쉽지 않아, 학생 참여율이 상대적
∙ 평가 대상이 되는 전공영역(공학 등) 학생만이 평가
으로 낮음.
되고, 기타 학생들의 역량 측정은 곤란함
∙ 평가 틀 부재로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일반핵심능력
∙ 학습성과 평가의 전면적인 확대 실시는 제한적임.
학습성과의 국제비교 가능성이 확인되지 못함.
∙ 정부가 특정 전공의 역량 평가만을 지원하는 데 관한
∙ 본사업에서 conceptual strand로 간주됨에 따라 평
정책 논리 확보의 어려움.
가 틀 개발 등 평가실행까지 더 많은 비용과 시간 소
요 예정
∙ 평가내용 및 평가대상의 모호함으로 학습성과 평가
에 대학 사회로부터 성과 평가에 대한 공격의 단초
가 될 가능성 있음.

∙ 대학생의 핵심능력(비판적･분석적 추론능력, 문제해
결능력, 글쓰기) 평가 가능

자료: 최정윤 외(2012), pp. 183~184를 토대로 연구진이 보완

2) 국내 사업추진체제 구축
AHELO 본 사업 중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평가영역을 선정한 이후에는 OECD AHELO 사무국과
협력하여 국내에서 평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사업추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보다는 지난 4년간 AHELO 실행가
능성 평가를 위해 구축한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사업시행기관 지정
무엇보다도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담당해온 ‘한국교육개발원’을 AHELO 본 사업의 국내 사
업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HELO 본 사업이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며,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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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별도의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 AHELO
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OECD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대
응하여 국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연구실을 별
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AHELO 본사업이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
발원 내 ‘AHELO 사업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HELO 사업실장을 한국
을 본사업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책임자(National Project Manager)로서 임명할 필요가 있다.
AHELO 본사업의 경우 참여 국가별로 국가 프로젝트 책임자가 국가별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별로
평가를 실행하는 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사업실행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OECD AHELO 사무국에 의해 주도될 AHELO 본 사업의 구성과 운영에 한국 대표가 전문성을 가
지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세부영역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Ⅴ
-4>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자문 유형을 토대로 개발할 것이다.
<표 Ⅴ-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 설계, 평가 설계, 평가 실행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하나로 연결하여 ‘(가칭) 한국 AHELO 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설계 자문위원회’는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대학교육역
량강화 정책 등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고등교육정책 전문가들과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 관계자,
대교협 관계자 등 사업 설계 과정에 대학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대학 대표들로 구성할 필
요가 있다.
‘평가설계 자문위원회’는 평가도구 개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평가도구 개발 전문가,
평가도구 조정･변역 전문가, 평가도구 채점 전문가, 평가 결과 분석 및 표집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을 지원을 바탕으로 AHELO 사무국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
리고 국내에서 AHELO 학습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참여대학들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동 위원회를 통해서 AHELO 사무국측에서 제안하는 평가실행
전략의 적절성이 미리 검토될 수 있고, 국내에서 평가실행을 위한 대학간 협력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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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AHELO 본사업 자문영역 및 자문위원회 역할
자문 영역

자문위원의 역할

사업 설계

∙ 고등교육정책 전문가(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대학교육역량강화 정책, 대학평가 관련자로서 평
가의 목적과 평가 활용 전반에 대한 설계에 대한 자문)
∙ 대학 대표(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 관계자, 대교협 관계자 등 사업 설계 과정에 대학의 입장
과 요구 제시)

평가 설계

∙ 평가도구 개발 전문가
- 공학 분야 평가 틀 개발 및 테스트 도구 컨텐츠 개발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있는
사람(공학교육인증 전문가)
- 일반핵심능력 영역 평가 틀 개발 및 테스트 도구 컨텐츠 개발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K-CESA 개발 유경험자, 논리학-글쓰기 등 교양교육과정 개혁 전문가 등)
∙ 평가도구 조정･변역 전문가
- 국제 수준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의 내용을 조정
하고 번역할 수 있는 전문가. 언어 전문가 + 영어에 익숙한 평가영역 전문가
∙ 평가도구 채점 전문가
- 구조화된 답변을 요구하는 수행과제식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경우, 채점 업무 전반을 지휘
할 전문가. 평가도구 개발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함
∙ 평가 결과 분석 및 표집 전문가(대규모 양적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역량을 갖고 있는 전문가)

평가 실행

∙ 참여대학 총괄책임자
∙ 참여대학 실무담당자

자료: 연구진 작성

다) 예산 확보
AHELO 본사업(Main Study)에 대해 OECD가 2013년 11월에 발표할 초안(OECD, 2013b)에 의하면,
본 사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비용은 크게 국제적 비용(International
Costs)과 시스템 조정 비용(System co-ordination costs), 집행비용(Implementation costs)으로 구
분되며, 참여 국가수에 따라 국가별 부담 비용은 달라진다. 이 중에 국제적 비용(International Costs)
에 대해서는 참여 국가 수에 따른 예산 비용이 제시된 반면에, 시스템 조정 비용과 집행비용에 대해서
는 소요항목별 단가(cost of unit)만을 제시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AHELO 본 사업에의 참여
여부는 국제적 비용(International Costs)에 근거하여 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실제
국제적 비용(International Costs)이 전체 AHELO 본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Ⅴ-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여하는 테스트의 유형에 따라 국가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유형에 상관없이 참여하는 국가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고정
비용(fixed costs)은 크게 공통비용(overall costs)과 국가당 추가비용(per country)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통비용(overall costs)은 9,299,539유로로 참여국가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이며,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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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당 비용은 참여국가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든다. 또한 <표 Ⅴ-5>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고
정 비용과 Single development strand 비용과 Two development strand 비용의 경우 공통비용과
국가당 추가비용이 제시되어 있어서 국가당 참여 비용을 추정할 수 있으나, Single conceptual
strand 등의 경우는 전체 소요비용은 추정되나, 개별 국가별 부담 비용은 참여국가수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Ⅴ-5> AHELO 본사업 국제적 비용(International Costs) 추정안
(단위: euro)

참여국 수

10

20

30

9 299 539

9 299 539

9 299 539

9 299 539

70 494

704 945

1 409 889

2 114 834

10 004 484

10 709 428

11 414 373

1 911 106

1 911 106

1 911 106

1 911 106

30 000

300 000

600 000

900 000

2 211 106

2 511 106

2 811 106

3 822 213

3 822 213

3 822 213

3 822 213

60 000

600 000

1 200 000

1 800 000

4 422 213

5 022 213

5 622 213

고정비용
전체
참여국 당
총계
1개 Developmental strand
전체
참여국 당
총계
2개 Developmental strands
전체
참여국 당
전체
1개 Conceptual strand

548 586

548 586

548 586

548 586

2개 Conceptual strands

1 097 172

1 097 172

1 097 172

1 097 172

1개 Repeated strand

1 362 520

1 362 520

1 362 520

1 362 520

2개 Repeated strands

2 725 040

2 725 040

2 725 040

2 725 040

13 630

13 630

13 630

13 630

2 206

2 206

2 206

2 206

추가 10개 대학
추가 1,000명 학생
자료: OECD(2013b, p. 14.)

이외에도 AHELO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AHELO 사무국과 협력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 학
습성과 평가 사업을 추진할 기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평가도구를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서 실행하
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활동(국가전문가 채용, 보조자, 채점자 번역, 해외출장비 등)이 필요하다. 이
와 같은 활동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국가별로 소요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OECD
에서는 <표 Ⅴ-6>과 같이 예산 반영이 필요한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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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AHELO 본사업 관련 국가별 사업시행체제 구축 비용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Total

평가 틀
및
도구개발

평가 틀 및
도구개발

파일럿

본 평가

분석･
결과보고

국가사업책임자(일)

50

100

200

200

50

600

사업책임자지원3인(일)

0

50

300

450

150

950

책임채점자 3인(일)

0

0

120

120

0

240

번역･개조3인(일)

0

150

90

0

0

240

채점30인(일)

0

0

150

300

0

450

해외출장(회)

2

2

4

4

2

14

해외출장체류(일)

10

10

20

20

10

70

국내출장(회)

0

2

2

4

0

8

국내출장체류(회)

0

10

10

20

0

40

자료: OECD(2013b, p. 15.)

아울러 AHELO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
여하는 대학별로 사업 코디네이터, 보조자, 시험실시자, 기술 지원, 국내 출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국가별 AHELO 본 사업 사업시행체제 구축비용과 같이 국가별 소요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OECD에서는 <표 Ⅴ-7>과 같이 예산 반영이 필요한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Ⅴ-7> AHELO 본사업 관련 개별 대학 비용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평가 틀
및
도구개발

평가 틀 및
도구개발

파일럿

본 평가

분석･
결과보고

참여대학 담당자(일)

0

0

25

50

10

85

담당자 보조(일)

0

0

25

50

10

85

시험감독관(일)

0

0

20

60

0

80

기술지원자(일)

0

0

10

10

0

20

국내 출장(회)

0

0

1

1

0

2

출장 숙박(일)

0

0

5

5

0

10

자료: OECD(2013b,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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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AHELO 사업계획안(OECD, 2013b)에 근거하여 평가비용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평가비용은 참여하는 평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AHELO 본 사업이 평가 유형별로
통상 5년이 소요된다고 할 때, 국내 사업은 다년도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교적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서 국제적 활용가능성이 확인되어 단일반복영역(single
repeated strand) 평가로 진행될 예정인 “공학 분야와 경제학 분야” 평가에 참여할 경우 OECD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고정 비용과 영역별 평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비용 모두 참여국가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비용(fixed costs) 중 국가당 추가로 부담해야 하
는 비용은 70,494유로인 반면에, 참여 국가들이 공유해야 하는 공통비용(overall cost, 총
9,299,539유로)은 참여 국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영역별 평가 비용도 총 평가비용
(1,362,520유로)을 참여 국가들이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여 국가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공학 분야 평가”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서 국제적 활용가능성이 확인되지 못해서 새롭게 평가프레임웤과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하는
‘일반핵심능력 평가’의 경우 앞서 언급한 고정비용 외에 영역평가 비용(548,586유로)가 소요되며,
참여국가의 수에 개별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KEDI에 대한 지원금과 학습성과 평가를 시행하는 대학에 대
한 지원금(채점, 담당관 회의비와 출장비 등)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AHELO 본 사업의 소요예산을
산정할 때 OECD 분담금, 국내 사업실행기관 지원금, 참여대학 지원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
행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사업실행기관인 KEDI에 매년 약 1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를 참고하여 AHELO 본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시에 국내 사업실행기관 지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사업시행기관의 활동
가) OECD 사무국과의 협력활동 수행
구체적으로 국내 사업실행기관에서 담당할 업무를 살펴보면 <표 Ⅴ-8>과 같다. <표 Ⅴ-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HELO 본 사업의 주요 단계별(사업설계, 평가설계, 평가실행)로 국내 사업실
행기관에서는 AHELO 사무국과 협조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설
계 단계’에서는 국내 사업실행기관에서는 사업설계에 관한 국내 자문위원회 운영, AHELO 사무국
회의에 교육부 대표와 참가하여 한국 입장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평가 설계 단계
‘에서는 AHELO 사무국의 요구에 대응하여 평가 프레임웤 및 평가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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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성과 평가도구 개발 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평가도구의 번역 및 시범 테스트 활동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표 Ⅴ-8> AHELO 국내 사업실행기관의 역할
주요 영역

국내 사업실행기관의 역할

사업설계

∙ 사업설계에 관한 국내 자문위원회 운영
∙ 사업설계에 관한 AHELO 사무국 회의에 교육부 대표와 참가하여 한국 입장 전달
∙ 기타 사업설계 관련 AHELO 사무국측의 요구 사항 실행

평가설계

∙ 평가설계 관련 AHELO 사무국의 요구에 대응하여 국내 활동 수행(평가 프레임웤 및 평가도
구의 적절성 검토 등)
∙ 평가 프레임웤 및 평가도구 개발 과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활동 수행
∙ 평가도구의 번역 및 시범 테스트 활동 수행 등

평가실행

∙
∙
∙
∙
∙
∙

대학별 평가실행방안 수립 (학생모집 원칙, 학생별 지원원칙 등)
평가 참여 대학 모집 및 선정
평가 대학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제공
평가 결과에 대한 채점활동 협조 (채점자 연수 및 채점 활동 지원 등)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국내 대학에의 시사점 도출
기타 평가실행 AHELO 사무국측의 요구 사항 실행

자료: 필자 작성.

그리고 ’평가 실행 단계‘에서는 학생모집 원칙, 학생별 지원원칙 등을 포함한 대학별 평가실행방
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 참여 대학의 모집 및 선정, 평가 대학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지 채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점자 연
수 및 채점 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험지 채점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별 평가자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가결과가 국내 고등교육정책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아울러 평가
에 참여한 대학들과 평가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AHELO사업의 국내 사업실행기관은 사업 설계부터 실행 및 평가, 그리고 환류 등 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OECD 사무국, 교육부 및 참여
대학들과의 파트너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참여 대학 선정 및 지원
AHELO 본 사업을 위한 평가도구가 개발된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참여 대학을 모집할 필요가 있
다. 평가영역별 참여 대학수와 학생수는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지만, 2013년 11월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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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AHELO 본 사업을 위한 계획(draft)(OECD 2013b, p. 13)에 의하면, 국가별로 10개 대학이 참여
하고, 대학별로 2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시험은 총 120분이 소요되는 데, 90
분은 선택한 평가 영역에 관한 테스트를 위해, 나머지 30분은 평가영역 공통의 일반역량에 관한 테
스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참여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참여대학수가 증가할 경우 평가 실행 비용과 결과 처리 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참여 대학의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OECD 사무국의 가이드라인은 AHELO 본사업을 위한 참여 대학의 모집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행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OECD 사무국이 제시한 참여
대학의 범위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①참여대학 수 10개교 이내로 제한, ②참여국의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대학 구성, ③전공 영역을 통해 평가하는 경제학 및 공학 프
로그램 보유 대학 위주로 참여 대학 선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최정윤 외, 2012, p. 201).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2012년 국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
가(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설명회 참석 대학과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수혜 대학을 대상으로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대학을 공모하였고, 총 9개 대학이 신청하였다. 9개 신청대학의 구성
이 당초 설정한 유형별 목표 표집안에 상당히 부합하여서 모두를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 대학으로 선정하였다(최정윤 외, 2012, p.65).
2014년도부터 AHELO 본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내 대학들의 관심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
학분야 평가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공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83개 대학(2013년 9. 30일 기준)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의 규모 및 위치, 대학체제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대학의 참여 의지와 평가결과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참여 대학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국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과정에서 나타나
듯이 대학의 참여 의지에 따라 대학별 학생 모집 및 테스트 실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아울러 AHELO 본사업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대학일수록 평가
의 제반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평가결과를 대학교육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HELO 학습성과 평가가 대학 수준에서 실시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
동이 소요된다. 이에 OECD에서 마련한 AHELO 본 사업계획안에서도 대학총괄자 및 보조 인력에
대한 수당, 컴퓨터 임대비, IT 기술인력 수당, 국내출장비 등을 국가별 사업 시행주체가 지원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OECD 2013b, p. 15). 참여대학수가 많을 경우에는 개별 대학에서도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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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역량강화사업 등과 같이 AHELO
사업의 취지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예산을 대학 수준의 AHELO 사업 참여 비용으로서 활용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평가 실행
참여 대학을 선정한 이후 AHELO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학사업 총괄자
(Institutional Coordinator)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AHELO 본사업 계획안(OECD 2013b, p. 15)에
의하면, 대학사업 총괄자는 학생 및 교수 표집, 학생 및 교직원의 평가 참여 독려, 평가활동에 대한
교직원 훈련, 평가실행 및 기타 활동 등을 담당한다. 2012년 국내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경우
처음 실시되는 평가이니 만큼 각 대학별 평가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최정윤 외, 2012,
p.65). 대학별 학사일정 및 행정일정에 따라 대학 사업담당자의 변동이 있었고, 각 대학별로 담당하
는 부서나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의 특성 등이 다른 점들도 평가 실행의 난제로서 나타났다. 아울러
시험장의 여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OECD 사무국에 의해서 제시되지 못함으로서 대학별 시
험장 여건에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AHELO 국내사업팀에서 실행과정 별 매뉴얼을 제
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 시기가 시험실행 시기와 근접하여 시간적 여유가 적었고, 각 대학별
로 제공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감독자 및 학생의 숙지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
가 있었다(최정윤 외, 2012, p.65).
이러한 문제점들은 평가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HELO 본사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평가에 참여하는 대
학의 사업총괄자들로 평가실행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별 평가실행을 위한 노하우(학생
모집 및 시험장 관리 등)을 공유하고 평가시행 여건의 통일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참여 대학에서 학습성과 실행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기관인 KEDI에서는 사전에 훈련된 전문가들
에게 시험지 채점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채점 과정이 OECD 가이드라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험
결과의 신뢰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므로 채점자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채점이 완
료된 후에는 KEDI에서 시험결과를 OECD 사무국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참여국에서
평가가 종료되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될 경우, KEDI에서는 사업 결과의 국내 활용
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간 비교 및 대학간 비교 분석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분석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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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OECD의 분석결과와 KEDI의 분석결과를 주무 부서인 교육부와 참여대학에 환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HELO 학습성과 평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AHELO 평가 결과를 국내 대학 사회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 추진 일정
AHELO 본사업에 대해 OECD가 제안한 추진일정은 [그림 Ⅴ-4]와 같다. 2014년부터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평가도구의 타당성이 확인된 토목공학이나 경제학을 제외한,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합의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틀을 갖춘 학문 영역(예. 컴퓨터 과학, 기계공학, 수학, 화학
등)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개발 영역(Development strand)부터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며, 동
시에 일반핵심능력에 관해 평가도구 평가 틀을 개발하는 개념 영역(Conceptual strand)의 사업이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평가 틀을 갖춘 토목 공학과 경제학은 2015년부터 평가도구 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평가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OECD가 어느 분야부터 사업을 시작할 지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논의를 고려할 때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서 비교적
실행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공학 분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4년부터는 타당성이 입증
된 토목 공학 이외에 제한적인 수준에서 국제적 평가 틀을 갖춘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영역
(Development strand)을 구성하여 1단계 사업이 착수될 것이다. 이럴 경우 2014년부터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4] AHELO 본사업 추진일정(안)
자료: OECD(2013b, p. 24.)

라. 활용 방안
1) 정부 차원
AHELO 사업 결과는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학습성과’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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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AHELO 사업의 결과는 대학평가의 패러다임을 종전의 투입 중심으로서 ‘학습성과’ 중심으로 근본적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고등교육의 책무성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 대학평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대학에 성
과에 기반한 평가 보다는 ‘교육여건’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기본적인 교육 인프
라가 우수한 대학들이 교육과정이나 학생 지도에 대한 노력에 상관없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근에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이 성과지표로서
중시되고 있으나, 이들 지표 역시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과 질을 측정하는 데 많은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평
가 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서 지식과 태도 등의 면에
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학
습성과를 측정하려는 AHELO 사업은 대학평가방식을 실질적인 성과 위주로 변경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종전과 같이 기본 인프라를 잘 갖춘 대학에 유리한 평가가 아니라 교
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대학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기본 인프라에 대한 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학기관평가인증, 재정지
원제한대학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평가지표도 전체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교육의 과정과 성과간의 연계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학교육의 과정과 성과간의 연결 고리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 특성화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선정과정에서는 주로 교육 인프
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성과지표로서 취업률이나 논물실적 등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지표들
은 대학교육의 질과는 무관하지는 않지만, 개별 대학의 교육력을 보여주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AHELO 사업은 대학교육과 학습성과간의 연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대
학교육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그동안 블랙박스로 간주되어 왔던 대학의 교수학습과정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교수학습
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
들이 제공될 때,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인프라에 의해서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관행이 사라지
고, 실제 학습성과를 높이는 성과와 노하우를 가진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국가별 대학 교육력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강약점을 반영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제적인 고등교육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언론사 등에 의한 대학별 순위 발표 등이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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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대학 순위 발표들은 각국 정부, 대학 등에
의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대학 서열
화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교육으로 인한 학습성과의 변화를 보
여주는 AHELO 사업은 대학교육력의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학습성과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참여 국가별 고등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학습성
과면에서 국내 대학의 국제적 위치를 확인하고,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처방적
인 성격을 갖는 대학교육력 개선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등교육과 고용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율을 실질적으로 감소
시키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졸업자에 대한 국내 기업체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지만, 정작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 지에 관한 정보는 사
실상 부재한 상태이다. 인력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만이 강조될 뿐이지 정작 산업체와 기업 등이
필요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정보
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다. 실제 대학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일반핵심역량, 전공역량)이 어느
수준에서 키워지고 있는지를 모른 상황에서 산업체가 바라는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등교육의 학습성과를 보여주는 AHELO 사업은 산업체 등이
요구하는 역량이 대학교육을 통해서 육성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게 하고, 부족한 역량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HELO 사업은 실질적인 대학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국가 간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학생들의 국제적 이동뿐만 아니라 학자 및 프로그램,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국제적 이동 등을 하는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성
과에 대한 인증도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포
함된 ‘공학교육 분야’를 들 수 있다. 공학교육 분야에서는 1989년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
랜드, 아일랜드 등이 주축이 되어 국제적 공학교육 인증 협약인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를 체결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 이러한 추세는 경영학 등 다른 전공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일반핵심능력만이 아니라 전공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학습
평가를 추진하는 AHELO 사업은 우리나라의 국내들이 전공 분야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HELO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내 전공의 교육역량을 다른 국가들의 전공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이 축적
되고 그에 따라 국제화를 촉진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때 더 이상 영어진행 강의나 유학생 수 등에 의
한 정량적인 국제화가 아닌 실질적인 국제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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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 대학 차원
단위 대학 차원에서 AHELO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각 대학의 교육목표 및 성취 수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현재는 학생들의 역량 수준,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에 정확한 정보와 자료
없이 이상적인 교육목표나 성취수준을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목표 및 성
취수준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대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에서 각 대학의 학습성과를 국제 비교적 관점 하에 보여줄 수 있는 AHELO 사업은 각 대학으로 하
여금 교육목표 및 성취 수준을 내실있게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속 학생들의 역량을 국
제/국내 차원에서 파악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막연한 교육목표나 수준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성취 수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목표와 성취수준의 명확화는 대학원 구성원 전체
에게 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공해줌으로서 교육력 향상을 위한 대학 전체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각 대학은 AHELO 사업을 통해서 국제, 국내, 학내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지속적 학습성과
측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종전과 같이 투입과 산출 지표에 의존하는 언론사 평가 등에서 탈피하여
AHELO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 대학들과 비교하여 각 대학의 교육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AHELO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들과 비교하여 각 대학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서 동일한
사회문화 환경하에서도 각기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
라 서로 다른 특징과 장점을 가진 대학들이 학습성과 제고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대학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AHELO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전공
영역 평가는 동일 학과의 수준을 국내, 국제 차원에서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더 이
상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전공교육의 역량을 평가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혁신하
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AHELO 사업은 대학 내부의 교수-학습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토대하여 대학교육의 질
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HELO 사업의 평가 설계-평가 실행평가 결과 분석 등 전 단계에 걸쳐 학내의 교수학습 담당자가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자체 교육과정
개편, 교수법 확충, 학생 평가방법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 학내에서 교육적 처치/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군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학생 역량
보완을 위한 보충적 교육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AHELO 사업은 개별 대학이 추진하는 학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부 평가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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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충원율, 논문실적 등에 의해 학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학과구조조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학과 자체의 교육력을 측정하기 보다는 학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학습성과이 부실한 경우에도 취업환경
이 유리한 경우에는 우수 학과로서 존치되고, 반면에 학습성과가 뛰어나더라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
에는 정원감축 등의 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각 학과의 학습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AHELO 사업은 현재와 같이 양적 지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과평가가 보다 대학교육
의 본질에 맞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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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ECD AHELO Project in Korea(Ⅴ)
- AHELO Feasibility Study from 2009 to 2013 Head Researcher : Choi, Jeung Yun(KEDI)
Co-Researcher : Chae, Jae-Eun (Gachon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university education is a common
issue that various countries have faced. In 2008, the OECD launched the AHELO feasibility
study, an initiative with the objective to assess whether it is possible to develop
international measures of learning outcomes in higher education. OECD AHELO project
aims to complement institution-based assessments by providing a direct evaluation of
student learning outcomes at global level and to enable institutions to benchmark the
performance of their students against their peers as part of their improvement efforts. The
purpose of the feasibility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t is practically and scientifically
feasible to assess what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know and can do upon graduation
within and across these diverse contexts. The Korean government has joined the project
since 2008 and appointed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as the
National Center. Since then, the AHELO National Team within KEDI has carried out
five-year research of the AHELO Feasibility Study. Throughout the five-year research
from 2009 to 2013, the project aims to support the AHELO feasibility study including
instrument development and assessment implementation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feasibility study. In 2013, the final phase of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result of
five years study synthetically and provide an integrated information for stakeholders in
higher education sectors. The main results of the 2013 research can be outlined as follows.
Chapter Ⅱ examines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AHELO Feasibility study at
international level. It includes th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participation in AH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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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asibility study, assessment design, working body,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administration of test and survey and scoring processes in each participating countries of
17. The AHELO feasibility study has demonstrated that it is feasible to develop
instruments with reliable and valid results amongst different countries, languages,
cultures and institutional settings. This is well presented in Chapter Ⅱ, sections 4 and 5.
Chapter Ⅲ presents the main tasks and processes of AHELO feasibility study at national
level for past four years. It includes recruiting participating institutions, sampling
participating students and faculty, administrating test and survey and scoring in each nine
participating institutions in Korea. Furthermore, it focuses on analyzing 1) the levels and
characteristics of generic skill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al experience and the levels of generic skill, 3)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environment from the results of faculty survey.
The first part of Chapter Ⅳ explains the experience of the feasibility study from the
point of view of participating countries. Each country starts with an overview of main
challenges, main achievements and main lessons learnt and others. In most cases, they
have challenges in considering the suitability of AHELO assessment tools, adaptation and
translation of instrument and recruiting randomly sampled students and faculty.
Representatives of 17 participating countries discussed their achievement as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confirmation of a high interest in AHELO amo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nd
stakholders, and the opportunity to examine and reform their higher education system.
Representatives of 17 participating countries also provided suggestions for AHELO main
study. It includes securing sufficient time-frame, resources and budget before
implementing AHELO main study, re-examining protocols and process for assessment of
generic skills strand, and developing more systemic approaches in designing sampling and
recruiting students and faculty. Moreover we examined two specific cases of Japan and
Australia in which reflect a number of significant insights and implications in the
preparing and implementing AHELO feasibility study.
The second part of Chapter Ⅳ reviews current assessment system of learning outcome at
domestic level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AHELO 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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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nducted an interview with a group of 41 education experts including Institution
Coordinator, specialists in higher education and engineering education. A preliminary
analysis of AHELO results confirmed

that assessing only input and processes as is

currently done does not give a full picture of institutional quality. As a main result,
AHELO could become a meaningful tool for higher education improvement as it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data to institu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Chapter Ⅴ presents the comprehensive results of AHELO feasibility study. It is valuable
to participate in AHELO main study in oder to develop educational activities to further
promote student's learning and teacher' teaching in the era of globalized higher education.
Chapter Ⅴ also suggests a number of applications and potential usage plans of AHELO
project at both the institutional and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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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부록1] 공학 영역에서의 학습성과 개념 정의
∙ [부록2] 기계공학 전공의 학습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

OECD
OECD 고등교육
고등교육 학습성과
학습성과 평가사업
평가사업 연구(Ⅴ)
연구(Ⅴ) - 2009-2013
2009-2013 실행가능성
실행가능성 평가
평가 종합
종합 -

부록

[부록1] 공학 영역에서의 학습성과 개념 정의40)
공학분야의 Tuning-AHELO 전문가그룹은 공학분야의 학습성과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공학
교육인증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the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ENAEE)와 미국 공학 및 테크놀로지 인증위원회(American Accreditation Board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ABET)에 의하여 사용되는 학습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ENAEE의 학사학위과정을 위한 EUR-ACE 학습성과에 대한 기준과 ABET의 EC2000 기준
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준들이다. EUR-ACE 학습성과와 관련 기준들은 그동안 프
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칼, 러시아 및 터키 등 총 7개 유럽 국가들의 국가적인 차원의
학습 성과들과 인증요구사항에 반영되었다(Adam, 2008).
둘째, ABET EC2000 기준 역시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ABET 인증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많
은 다른 국가들에서 학습 성과/인증 기준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셋째, EC2000 및 EUR-ACE 학습 성과들은 공학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는 2개 대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UR-ACE 학습
성과는 현재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ENAEE) 체계 하에서 개발된 유럽의 상호인정 협
약의 기본이 되고 있다. ABET는 ‘워싱턴 어코드(WA)’의 일부이다. 워싱턴 어코드는 우리나라를 포
함하여 호주, 캐나다, 대만, 홍콩, 아일랜드, 일본,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및 미국 등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12개 인증기관들 간에 체결된 상호인정 협약이다. 심지어
일부 기관들은 ENAEE와 WA 모두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가입한 기관들은 모두 학습 성과들이
ABET의 학습 성과와 비교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학사학위과정에 해당되는 EUR-ACE 학습 성과들과 ABET EC2000 학습 성과를 비교해 보
았을 때, 이 두 기준은 매우 호환성이 높다.
EUR-ACE와 ABET EC2000의 공학에서의 학습 성과를 비교하여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0) 출처: OECD(2011a, p27-29.)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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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T-USA 공학 프로그램 인증 기준
(ABET-USA Criteria for Accrediting Engineering
Programmes)
공학 기초 능력
∙ 공학의 전공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과학적/ 수학적 원
리들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
∙ 공학의 전공분야의 핵심 요소와 개념들에 대한 체계적
인 이해도를 설명하는 능력
∙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슈들을 포함하여 공학 전공분
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능력

Tuning-AHELO 학습성과 평가틀
(Tuning-AHELO framework of Learning Outcomes)

공학 설계
공학 설계
∙ 특정 요구 사항에 맞추어 설계하는데 지식과 해석을 적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건강과 안전 ∙ 특정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설계를 개발하는
용할 수 있는 능력
관련 문제, 제조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등과 같은 현 데 지식과 이해를 적용하는 능력
∙ 설계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실적인 제한 조건 하에서 필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 설계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활용하는 능력
있는 시스템, 구성 요소 또는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공학 분석
공학 분석
∙ 학습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고, 공 ∙ 데이터의 분석 및 해석뿐만 아니라 실험을 설계하고 수 ∙ 학습한 기존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공학 문제를 인식하
식화하여 해결하는데 지식과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
고, 공식화하며, 해결하는 데에 지식과 이해를 적용하
∙ 공학 제품들, 과정들, 방법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고, 공식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는 능력
∙ 자료와 관련된 분석 및 모델링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할 능력
∙ 공학 제품들, 과정들, 방법들을 분석하는 데에 지식과
수 있는 능력
이해를 적용하는 능력
∙ 분석 및 모델링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능력
∙ 문헌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자료들을
조사
활용하는 능력
∙ 문헌 조사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 및 데이터베이스
∙ 적절한 실험을 설계 및 실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와 기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 적절한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 워크샵 및 실험실 관련 기술

지식 및 이해
∙ 공학 전공 분야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수학적 지식 및 ∙ 수학, 과학 및 공학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이해
∙ 공학 전공의 핵심 요인 및 개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 공학 전공 분야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지식
∙ 여러 공학 분야에 걸친 폭 넓은 인식

EUR-ACE 공학 프로그랭 인증 평가 기준
(EUR-ACE Framework Standards for the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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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학기술
∙ 개인적으로, 그리고 팀의 구성원으로서 효율적으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 공학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일반 사회 구성
원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 자기주도적인 평생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
행할 수 있는 능력.
∙ 공학의 보다 더 폭넓은 다른 영역들에 대한 인식을 보
여줄 수 있는 능력.

∙ 복합 학제적 팀들에 소속되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 공학적 해결방안이 국제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
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교육
∙ 평생 학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전용 가능한 기능들
∙ 개인적으로, 그리고 팀의 구성원으로서 효율적인 기능
발휘
∙ 공학 분야의 사람들 및 일반 사회인들과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사용
∙ 공학 실무 상황에서 건강, 안전 및 법률적 문제들과 책
임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환경적인 맥락 속에서 공
학적 해결방안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직
업윤리 및 공학 실무 상황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범들에
대한 인식
∙ 프로젝트 관리 및 위험 및 변화 관리와 같은 비즈니스
실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한계점들에 대한 이해
∙ 독립학습,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능력

Tuning-AHELO 학습성과 평가틀
(Tuning-AHELO framework of Learning Outcomes)
공학 실행
∙ 적절한 장비, 도구, 방법들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능력
∙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는 능력
∙ 적용 가능한 기술과 방법 및 제한점에 대한 이해를 설
명하는 능력
∙ 공학 실무에서 비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
는 능력
∙ 워크샵 및 실험실 관련 기술들을 설명하는 능력
∙ 공학 실무 상황에서 건강, 안전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환경적인 맥락 속에서 공학 해결방안들
이 끼치는 영향, 직업윤리 및 공학 실무 상황에서 준수
해야 하는 규범들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능력
∙ 프로젝트 관리 및 위험 및 변화 관리와 같은 비즈니스
실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입증하고, 그 한계점들에 대
한 이해도를 설명하는 능력

ABET-USA 공학 프로그램 인증 기준
(ABET-USA Criteria for Accrediting Engineering
Programmes)

공학 실행
∙ 적절한 장비, 도구 및 방법들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 ∙ 직업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
는 능력
∙ 현재 이슈들에 대한 지식
∙ 공학 관련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를 결합 ∙ 공학실무에 필요한 기술, 기능, 현대 공학 도구들을 활
할 수 있는 능력
용할 수 있는 능력
∙ 적용 가능한 기술 및 방법들과 그것들의 한계에 대한
이해
∙ 공학의 실무 상황이 갖는 비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EUR-ACE 공학 프로그랭 인증 평가 기준
(EUR-ACE Framework Standards for the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Programmes)

부록

[부록2] 기계공학 전공의 학습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
Tuning-AHELO 전문가 집단은 공학에서의 학습 성과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한걸
음 더 나아가 전공 분야에 대한, 특히 공학에서 주요 전공의 학습성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 중 기계공학에 대한 학습 성과는 다음과 같다.

영역

학습 성과

기초 과학 및 공학
과학

∙
∙
∙
∙
∙
∙

지식 및 이해도를 입증할 수 있는 능력
미적분, 선형 대수학 및 수치 계산법을 포함한 수학의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고체 역학 및 유체 역학
재료 과학 및 소재의 힘
열과학: 열역학 및 열전달
펌프, 환풍기, 터빈, 엔진과 같은 일반 기계의 작동

분석

∙
∙
∙
∙

분석
질량
유압
기계

설계

∙ CAD(computer-aided design)를 이용하여 기계의 구성요소 및 기계 시스템의 설계 작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능력

실행

∙ 제어 및 생산 시스템들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출처: OECD(2011a,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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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에너지 균형 및 시스템의 효율성
장치 및 압축공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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