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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인 AHELO 사업의 출범은 OECD 회권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관심을 받았다. 고등교육의 질과 적합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
불어 현존하는 주류 대학평가체제의 한계는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평가체제가 대학교육 이해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판적 인식과 함께 이 사업은 출발하였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은 있었으나 평가영역의 광범위함과 평가방법의 복잡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국제비교평가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OECD가
회원국과 협력한다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체제 구축이라는
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AHELO 사업의 핵심은 대학생이 대학교육의 결과로서 획득한 성과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측정하고 특히 개별 대학이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밝힘으로써 대학의 교육기능 수행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국내 고등교육 정책이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
는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에 따라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방법의 개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은 현 상황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참
여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2008년 AHELO 사업 출범에 대한 OECD의 공식적인 결정과 함께, 우리나라는 실행
가능성 평가(feasibility study)를 포함한 동 사업 전반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일
반핵심능력, 공학, 경제학 세 영역 가운데 일반핵심능력 영역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사업의 3차년도인 2011년에는 평가도구의 개발과 함께 평가도구의 국내 적합
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OECD AHELO 사업의 정책적
함의를 국가와 대학수준에서 모색하고 본 사업에서 얻어지는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을
탐구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우리 정부와 대학이OECD
AHELO 사업 참여를 통해 정책적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가

OECD AHELO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과 동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유용한 평가
체제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이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2011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요약

연구요약

최근 전 세계 고등교육의 주요한 트렌드 중 하나가 교육의 산출에 대한 관심이다. 대
학의 책무성과 교육의 질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대학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결과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학습성과의 중요성이 계속적으
로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인 AHELO 사업의
출범은 OECD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2008년
AHELO 사업 출범에 대한 OECD의 공식적인 결정과 함께, 우리나라는 실행가능성 평가
(feasibility study)를 포함한 동 사업 전반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일반핵심능력,
공학, 경제학 세 영역 가운데 일반핵심능력 영역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
초 연구의 성격을 지닌 2009년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학습성과의 개념과 외국의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도구 및 정책적 활용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2010년도 연구는 AHELO 실
행가능성 평가의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를 개조･번역을 통한 국내시행용 평가도구 개
발, 평가의 국내시행을 위한 전략적 참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Faculty Academy 시
행, 사업의 정책적 함의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올해 연구는 평가도
구의 개발 작업과 함께 이들 시험도구가 국내 대학생의 일반핵심능력을 평가에 적합성
을 갖추도록 타당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II장에서는 OECD 사무국 차원에서 추진되는 AHELO 사업을 개관하였다. 먼저, 사업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의 목적, 평가영역, 평가영역별 참여국 현황,
평가도구의 개요 등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참여국의 의사를 결정하는 국가전문가회의(GNE)의 핵심 안건과 논의 결과를 소개하였
다. 그리고 OECD에서 참가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AHELO 사업의 중･장기 계획
내용을 사업주기, 평가영역, 참여대학 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III장에서는 국내 피시험자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평가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
도록 하는 타당화 작업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였다. 먼저, 타당도의 여러 유형과 개념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Cognitive-labs에 대한 설명을 위한 문헌 분석과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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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하여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서술
형 평가도구, 서술형 평가 채점기준표, 객관식 평가도구 별로 실시한 타당화 작업 및 타
당도 검증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평가도구 각각의 번역/개조 과정설명과, Cognitive-labs
실시를 통한 학생의 반응 분석 등이 이 장에 포함되었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의 도구
검토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과 학생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구를 정교화하는
과정 등이 본 장에 포함되었다.
IV장에서는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과정과 개발된 평가도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
다. AHELO 사업에서 사용할 평가도구의 개발 주체는 평가영역별 평가사업자이지만,
배경요인 설문조사도구 최종안 설계에 참여국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소개되었
다. 이에 따라, 평가시행에 있어서 배경요인 영역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 분석, 및 국내･
외 관련 선행연구 및 평가도구 사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과
정과 2011년 11월 현재까지 수행된 작업 결과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 장을 구성하였다.
V장에서는 OECD AHELO의 실행가능성 연구를 위한 평가 실행 체계 구축에 관해 상
세히 소개하였다. 평가시행 관련 기관과 조직 체제 및 기능을 소개하고 컨소시엄과 자문
위원회의 역할, 참가대학 및 학생 표집안, 평가실행에 필요한 인력, 관련 워크숍 및 연
수 계획, 분석과 관련한 정보를 이 장에서 다루었다.
VI장에서는 AHELO 평가사업의 정책적 제언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2012년
에 계획된 평가 실행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언
을 담았다.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단위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적, 물적 지원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어서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다시 정부 차원과 대학 차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학재정지원
정책의 합리화, 질관리 시스템 구축, 대학의 선진화 정책 등의 정책 시행에 구체적인 데
이터로서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선, 재원 배분, 학과
시스템 구축 정보 및 학생학습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OECD AHELO,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질 보장, 대학 평가, 대학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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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Ⅲ): 평가영역별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과 적합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학부
모들과 고등교육 정책 결정자들뿐만이 아니라 경제계까지 고등교육의 성과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 수행되는 학습의 질과 고등교육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
는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실증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
다. 주류 대학평가가 급증하는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인증평가나 상업적 주체에 의한 대학평가와 같
이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 대학평가는 여전
히 대학졸업자 수, 연구 성과, 대학의 재정 여건,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및 임금 수준 등
전통적 지표에 치중한 대학평가를 고수하고 있다(Nusche, 2007).
고등교육의 질과 평가에 관한 공통 문제에 세계 각국이 주목하면서 국제적 협력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는 고등교육 질 관리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온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특히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OECD
는 중등교육 분야에서의 PISA와 성인교육 분야에서의 PIAAC에 이어 고등교육 영역에
서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평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핵심
능력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이하 AHELO)은 대학생의 학습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량 평가와
대학의 교육 기능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 사업 추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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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 도구 및 평가 결과 체제 구축의 가능
성을 점검해 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행가능성 평가(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실행가능성 평가의 평가 영역은 일반
능력 영역(General Skills Strand), 공학과 경제학 등 2개 전공지식 영역(Discipline
Strand), 학습성과 배경 요인 영역(Contextual Strand), 가치부가 영역(Value-added
Strand)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 AHELO 사업은 평가의 목적(대학의 가
치 부가적 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 평가 방법(국제비교, 가치 부가적 접근법에 의한 평
가), 평가 내용(직접적인 대학생의 인지 능력 평가와 대학교육과 관계된 대학의 운영 체
제 전반에 평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국제적으로 저명한 평가전문기구가 평가 대
행) 측면에서 기존의 국내외 평가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 평가이다.
OECD AHELO 사업은 대내적으로는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학평가 그리고 대학 교육
역량 제고 등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국 고등교육의 평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OECD AHELO 사업의 정책적 중
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사업 초기인 실행가능성 평가 단계부터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8년 말 한국교육개발원을 OECD AHELO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사업
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년 12월에 개최된 제1차 국가전문가회의 참
석1)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OECD AHELO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
고 있는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사업의 국내외 사업 내용과 결과를 기록･분석하
고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3년으로 예정되었던 실행가능성 평가사업
일정에 맞추어, 출범 당시 본 연구는 3개년 연구로 설계되었다. 당초 OECD가 발표한
사업 일정은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실행 준비 완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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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어진다. 일종의 steering committee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전문가 회의 참석자들은 1-2인의 참여
국 대표로 구성되며 사업재원조달과 사업주체별 역할 분담, 사업추진일정 확정, 평가영역별 평가도구
개발과정 점검, 평가대상자 샘플링 등 평가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 사항 점검, 평가결과의 제시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다. 국가전문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OECD 교육정책위원회
(Educational Policy Committee: EDPC)에 보고된 후 공식적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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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평가실행을 통한 실증 데이터 수집, 2011년 하반
기 평가결과 분석이었다. 본 연구는 사업 원년인 2009년에 OECD 차원의 사업 일정에
맞추어 3개년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연구계획에 따라, 기초연구 성격의 1차년도 연
구에서는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토대가 매우 미약한 국내 상황을 고
려하여 고등교육 학습성과의 개념과 외국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례 분석을 중심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측정도구 개발, 평가시행 준비를 거쳐 평
가를 시행하고 3차년도 연구에서는 평가결과 분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008
년 10월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OECD 사업본부의 실행가능성 평가사업 재원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자 OECD 사업본부는 평가도구 개발과 평가시행 준비 및 시행을 분리하
는 등 사업의 범위와 방향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변화 내용
은 당초 2010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평가영역별 평가도구개발이 2011년으로,
2010년 평가시행이 2012년으로 연기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사업 일정
변화는 평가대상자 선발 기준 마련, 시험 평가자와 대학관계자 훈련 시스템 구축 등 평
가시행 준비에 관한 작업 일정이 2011년 하반기로 연기되었는데, 동 단계의 작업 진행
도 사업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OECD 사업본부 차원
의 사업 일정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의 전체 연구 일정을 3개년에서 4개년으로 변경
하였다([그림 Ⅰ-1] 참조). 주요 내용 변화는 3차년도 연구의 주안점을 일반핵심능력과
배경요인영역 도구개발과 평가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 체제 구축에 둔다는 점이다. 본 연
구는 고등교육 학습성과의 국제비교연구라는 유례없는 사업 내용과 가변적인 사업 일정
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맞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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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 일정(2009~2012)

2011년에 수행된 3차년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OECD 사업본부의 변경된 일정 이외
에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사업 개선에 관한 피드백을 반
영하여 설계하였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핵심능력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대학생들의 일반핵심능력을 측정할 시험도구인 미국의
CLA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AHELO 사업 정책담당자들과 전문가들
로부터 제기되었다. 일반핵심능력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은 OECD 사업본부가 CLA를
포함한 대표적인 일반핵심능력 학습성과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최초 연구 설계 시 연구내용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일반
핵심능력 평가가 OECD AHELO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언어
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CLA의 타당도
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AHELO 사
업을 국내 고등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담
당자들은 국내 전문가들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야 한다고 말한다. AHELO 사업을 고등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6｜

Ⅰ. 서론

도구의 높은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들에 의한 CLA 타당도 검
토는 한국이 OECD AHELO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측정도구
에 대한 국내 분석 결과가 축적된다면, 이를 토대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배경요인 측정도구 개발에 한국적 상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배경요인
영역은 대학생들의 학습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학습성
과 측정결과를 해석하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생들의 능력과 지식의 수준에 관한 정보 못지않게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배경요인
영역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 창출 이라는 AHELO 사업의 핵심적
인 기조를 담고 있다. 배경요인 영역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습성과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학습경험 요인과 대학의 조직적 특성 요인 등에 관한 실증 정보가 조사･분석될 예정이
다. 대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대학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각 국의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경요인영역
평가도구가 개발된다면, 어렵게 측정한 학습성과 결과의 의미 있는 해석과 정책적 활용
이 크게 제한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OECD와 계약을 체결한 평가사업자가 도구개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배경요인 영역에서는 참여국들이 도구개발에 어
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배경요인 측정도구 개발이 중요한 연구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과 OECD 사업본부 일정을 고려하여 3차년도 연구는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사업의 평가영역별 평가도구를 분석･개발하고 평가 실행을 위
한 제반 준비 체제를 구축하고 OECD AHELO 사업의 국내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첫째, 시험도구와 시험결과 채점기준표를 포함한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2) 본 연구는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연구 이외에 사업 기능도 한다. 이에
연구 내용에 사업적 요인이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된 세 개의 연구목적 중 평가실행 준
비 체제 구축은 주로 사업과 관계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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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를 분석한다. 또한 CLA에
의한 평가결과를 다른 능력평가도구에 의한 평가결과와 피평가자의 대학 경험에 대한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CLA의 타당도에 대한 다양한 실증정보를 확보한다.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도구로서 CLA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배경요인영역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먼저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개념적 틀을 상세화하고 이를 조작화한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고등교육 학
습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외국의 일반 이론과 이에 관한 한국 내 실증연구 결과와 전
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OECD 사업본부가 제시할 배경요인영역 평가도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상황을 반영한 배경요인영역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셋째,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가 원활하기 시행되도록 제반 준비 체제를 완료
한다. 2011년으로 연기된 온라인 평가시스템과 평가프로세스 구축,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평가대상자 선발 기준 마련, 시험 평가자와 대학관계자 훈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한다.
넷째, OECD AHELO 사업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AHELO 사업을 국내 고등
교육 정책도구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 내용
가. 영역별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 분석
1)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개발 완료 및 타당도 분석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의 개조-번역 작업을 완료하였다.
OECD 사업본부가 제시한 평가도구를 한국의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개조-번역을 수행하여 한국형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개조-번역
작업 대상은 일반핵심능력 측정도구와 채점도구, 온라인 플랫폼 상의 학생 및 시험 관리
자 안내문 등이다. 개조-번역 작업이 완료된 후, 일반핵심능력 측정도구와 채점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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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성과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이
론적 대안들을 조사하였다. 올해년도 연구에서는 두 가지 타당도 분석 방안을 활용하였
다. 우선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일반핵심능력 측정도구와 채점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 및 안명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학생 면담을 활용하여 피검사자의 학습
동기와 대학생활 경험을 CLA 검사결과와의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2)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대학생들의 일반핵심능력 평가결과를 이해하고 교육 현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
도출을 위해 배경요인영역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지적 측면의 고등
교육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범주화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
정한 개념적 틀을 설계한 후 동 개념을 조작화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학습성과 영
향 요인을 이론적으로 다룬 문헌을 분석하고 특히 국내 실증연구를 분석하여 OECD 사
업본부가 제안하는 배경요인 평가도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반
영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나.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시행 체제 구축
1) 온라인 평가시스템과 평가프로세스 구축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된다. 이를 위해 피
평가자용 인터페이스와 시험 관리자용 인터페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11년 12월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대학별 평가관리자 선발과 교육, 시
험채점자 선발과 교육, 평가대상 대학과 학생 모집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검사시행 매뉴얼 제작, 검사시행과 검사 후 데이터 수집 등 평가시행 절차를 시스
템화하는 작업을 준비하였다.

2)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참여 대학과 참여 학생들에 대한 동기화는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성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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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현재 AHELO 사업의 단계가 초기에 해당하는 실행가능성 평
가 단계라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재정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AHELO 사업
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의지는 실행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대학의 인적, 물적
투입과 연관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AHELO 사업에 관심으로 보이는 대학 관계자
들을 중심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대해 알리고 평가
시행에 필요한 인적자원풀을 확보하는 동시에 협조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다. OECD AHELO 사업의 활용 사례 분석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제시
OECD AHELO 사업은 대학평가, 대학의 교수･학습, 대학의 교육과정 등 주요 고등교
육 정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상호 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또한 OECD
AHELO 사업이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OECD AHELO 사
업 참여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제로 작동하도록 유도하
기 위해서 핵심적 고등교육 정책 주제별로 정책적 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학평가, 대학의 교수･학습, 대학의 교육과정 등 핵심적인 고등교육 정책 주제별로
OECD차원에서 추진되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시행이 의미하는 시사점과 파급효과
를 논의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라. OECD AHELO 사업 추진 경과 및 쟁점 사항 분석
한국이 OECD AHELO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
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한국 측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내 사업주관자, 교
과부내 정책담당자, 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관계자 모두에게 OECD
AHELO 사업의 진행 사항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정보이다. 이에, 2008년 사
업 원년이후 2011년까지의 사업 진행 경과 그리고 쟁점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총 3회 개최된 OECD 주관 국가전문가 회의와 사업담당자 워크숍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OECD AHELO 사업 참여 준비 과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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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쟁점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이론과 실증자료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각종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과 절차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문
헌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문헌은 각종 전문서적과 학술논문 이외에 평가도구 개발 기관의 웹사이트
에 탑재된 자료가 포함되었다. 특히, OECD AHELO 사업을 주관하는 OECD 본부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저명한 고등교육 전문가들에게 고등교육 학습성과의 개념, 주요국별
평가방법을 분석한 연구를 의뢰하여 관련 연구 결과가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OECD 사업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전문 자료들을 문헌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고등교육 정책전문가, 측정･평가 전문가, 교수･학습 개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설계 검토
- 연구의 세부 내용 검토
-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의 타당도 검토 방안의 적합성 검토

○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의 내용타당도 검토
○ 배경요인영역 평가도구 개발 자문
○ OECD AHELO 사업설명회 기획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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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AHELO 사업의 정책적 활용 방안
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검사 실시3)
1) 검사 목적
일반핵심능력 측정 도구와 채점기준표의 타당도 추정을 위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 검사 도구
OECD AHELO 사업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도구인 수행과제 두 종류
“Lake-to-River”와 “Catfish”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들 도구의 타당도
검사를 위해서 피검사자 1인당 평가도구 1종을 선택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추가
된 객관식 일반핵심능력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생 대상 검사를 실시하였다.

3) 검사 대상
OECD AHELO 사업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주관기관인 CA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중 교육대학교나 포스텍처럼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을 제외한
전국 4년제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이 검사 대상이 된다. 검사 학생 규모는 8
개 대학 4학년 학생 13명이다.

4) 검사 방법
각각의 AHELO 평가도구 (Lake-to-River와 Catfish, 객관식 검사도구 1종)를 이용
해서 평가를 받을 학생을 소집하여 연구진의 감독 하에 90분간 검사를 시행하였다.

라. 국제회의 참석
총 3회의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국가전문가(Group of National Experts)
3) 검사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3장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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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와 2차례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국가사업책임자(National Project
Manager)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축적된 연구 결과는 국가전문가
회의에서 외국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의견교환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하였다. 또한 국가전문가회의 참석을 통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와 관련한 각
국의 반응과 정책 동향, 쟁점 사항, 핵심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구에 반
영하였다.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OECD AHEL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 연구는 아래에 기술한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국제적 연구사업으로서 일정한 제약 속에
서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OECD 본부가 정한 사업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따라
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국내에서의 연구일정을 고려해야 함을 물론 OECD의
일정도 동시에 고려하면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OECD 본부가 수립한 사업 일정이
재정난에 의해 차질이 빚어졌고 또 이에 따라 참가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 등이 발생됨으로써 이를 조정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국내의 연구진행까지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낳았다. 예컨대 당초 계획에 의하면 시범평가
실시 일정이 2010년 후반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재정확보 등 OECD 본부의 문제로 인
하여 시험일시가 2012년 상반기로 변경되었고, 사업의 범위나 내용면에서의 수정도 있
었다. 이러한 계획의 변경은 국내에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계획 등의 변경을 초래
하였다.
둘째는 국제 비교 연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이다. 국제 비교 연구는 사업을
주관하는 측에서 설계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추어 개별 사업 참여국이 사업을 진행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관처가 설계한 사업 내용이 개별 참여국의 실정 및 입장
과 다소 상충될 여지가 있다. AHELO 사업은 고등교육 분야의 성과에 대한 국제비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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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유례가 드문 과감한 국제 비교 연구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AHELO 사업이 비록
OECD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성과
위주의 고등교육 평가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의 정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결과가 우리의
고등교육에 미칠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임이 예견된다. 따라서 연구진은 단순한 참여국
의 입장에서 벗어나 도구의 개발과 평가의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GNE 회의나 공동으
로 주관하는 워크숍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내 상황과
입장이 고려되어 평가도구 개발 내용에 반영되어왔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다른 비교연구와 유사하게, 연구진들은 서술식 평가도구와 객관식 도구, 채점기준표 등
의 개발 과정에서 내용을 비공개적으로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도구 개발 과
정에서 학생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평가도구를 번안하고 수정한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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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OECD AHELO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1년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2006년 6월 그리스 교육장관 회의에서 고등교육 학
습성과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여러 회의를 통해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를 국제
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2008년 가을, OECD는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행가능성 평가(Feasibility Study)를 출범시켰으
며,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전문가(Group of National Experts) 회의가 2008년
12월 이후 꾸준히 소집되어 왔다. 2008년 12월 제 1차 GNE 회의 이후 2009년 4월 제
2차 GNE 회의, 2009년 11월 제 3차 GNE 회의를 거치면서 사업 내용, 방법, 절차의 세
부 내용들이 결정되었다. 2010년에 개최된 4차, 5차 GNE 회의에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
움으로 인한 실행가능성 평가의 향후 진행방향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등이 논의 되었다. 본
장에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설명을 통해 사업배경, 평가영역 및 참가국, 평가도구에
관한 소개를 하고. 이어서 사업의 주요 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GNE 회의를 각 회
차 별 주요 사안을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에서 참가국을 대상으로 의
견을 수렴한 AHELO 사업의 중･장기 계획 내용을 소개하였다.

1. 사업개요
가.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목적
실행가능성 평가는 AHELO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전 과연 이 사업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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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가능한 것인지 점검하기 위해 본 사업 수행 전에 시행하는 연구적 성격의 평가 사
업이다.
다시 말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학사학위 수준 학생들의 능력 평가가 국제적 차원
에서 실행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최종 평가체제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 방법론, 측정도구의 적합성 관련 정보 획득 및 축적에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실행가능성 평가는 그 결과를 이용하여 고등교육 학습성과의 범주에 속한
모든 영역을 포괄한 최종 형태의 평가체제 개발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실행가능성 평가의 평가영역
OECD AHELO 사업에서는 크게 일반핵심능력영역(Generic Skills Strand), 전공능력
영역(Discipline Strand), 부가가치영역(Value-Added Measurement Strand), 배경요
인영역(Contextual Strand)과 같은 네 가지 영역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일반핵심능력
영역(Generic Skills Strand)은 학사학위 취득자들에게 전공을 불문하고 요구되는 비판
적사고, 분석적 추론,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측정하는 영역이며, 전공능력영
역(Discipline Strand)은 각 전공분야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이번 실행가능성 평가에서는 공학(Engineering Strand)과 경제학(Economics
Strand) 분야의 전공능력영역만 평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배경요인영역(Contextual
Strand)에서는 국가 내 고등교육기관 수, 고등교육진학 관련 시스템, 재정지원, 지배구
조, 국가차원 질 담보 시스템, 학교의 크기, 유형, 학생선발방법, 제공되는 학위과정, 졸
업률 등 국가, 학교, 교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실행가능성 평가는 개별적이지만 상호연계적인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측정된다. 우
선 3개의 소규모 파일럿 평가가 일반핵심능력, 공학, 그리고 경제학에서의 전공능력 평
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해당 영역 당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언어적, 문
화적, 지리적으로 다양한 4-8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검사를 실시하게 된
다. 참고로 각국 당 10개 내외의 참여대학이 파일럿 검사에 참여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18 ｜

Ⅱ.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 경과

결정되었다.
그러나 대학생의 학습성과 평가에 있어 각 국가의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 대학의 특
성,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가 진행될 경우 의미 있는 평가분석이 이
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반핵심능력 및 전공능력영역(공학, 경제학) 영역 외에 질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와 학습성과 배경 요인에 대한 영역을 추가하여
실행가능성 평가를 수행할 계획에 있다.

다. 실행가능성 평가의 평가영역별 참여국
2009년 4월 2차 GNE 회의 때까지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된 국가는
총 10개국이었다. 이후 미국 4개주, 쿠웨이트, 콜롬비아, 러시아, 이집트, 슬로바키아,
캐나다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결정되어 총 17개국이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하게 되었
다. 이들 추가 참여국들 중 일반핵심능력 영역에 참가를 밝힌 국가는 쿠웨이트, 콜롬비
아, 이집트, 미국이며, 경제학 평가에는 러시아와 이집트가, 공학 평가에는 캐나다가 참
가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참가국 중 멕시코 역시 공학 평가 부문에 추가로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가하는 국가들 중 멕시코, 이집트, 슬로바키아는 모든
영역에 참가할 예정이다.

<표 Ⅱ-1> 실행가능성 평가영역별 참여국 현황
평가영역

실행가능성 평가 참가국 (17개국)

▪ 일반핵심능력
(Generic skill strand)

한국,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콜롬비아, 쿠웨이트,
이집트, 슬로바키아, 미국 4개 주

▪ 전공능력 : 경제학
(Discipline strand : Economics)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멕시코, 이집트, 러시아,
슬로바키아

▪ 전공능력 : 공학
(Discipline strand : Engineering)

일본,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이집트, 멕시코, 슬로바키아

▪ 배경요인
(Contextual Strand)

모든 실행가능성 검토 연구 참여국

주: 미국 4개 주는 Connecticut, Massachusetts, Missouri, Pennsylvani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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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선정과 내용
일반핵심능력 영역 담당 사업자(module A)로 결정된 CAE는 검사 도구의 번역, 개조
작업 논의를 위해 참가국 대표들과 2010년 2월 미국 뉴욕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2010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워크숍에는 한국, 핀란드, 노르웨이, 멕시코, 미국, 쿠웨
이트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들은 평가도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질 CLA 수행과제
(Performance Task: PT)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9개 PT 샘플 가운데
실제로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출제될 2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그림과 같이 내용의 보편성, 과제의 다양성, 번역의 용이성, 답안의
구조화 정도, 채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도구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행가능성
평가에 쓰일 PT 선정 과정에 쓰인 세부 절차는 [그림 Ⅱ-2]와/과 같다. 1단계에서는
CLA 수행과제 개잘 책임자인 Shavelson 박사가 참가국 대표들의 CL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CLA의 특성, 개발 과정, 그리고 측정 모듈 중 하나인 수행과제(PT)의 구조와
내용을 설명한 후, 각 국 대표들이 CAE 측이 제공한 9개의 샘플 PT를 검토하였다.
CAE 측이 미리 선정해 온 9개의 PT는 문제의 속성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판단(Determining the cause of a problem)하는 유형,
두 번째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Choosing between two goods/evils)하는 유형, 마지막
은 체계적 분류 능력(Classification) 이었다.

[그림 Ⅱ-1]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수행과제: PT) 선정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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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샘플 PT 중 문제 원인 판단 유형은 BrainBoost, Catfish, Dogtooth, Skaking
Accident 등 4개였으며, 대안 선택 유형은 Lake-to-River, Park, Airplane, Crime
Reduction 등 4개, 그리고 체계적 분류 유형에 속하는 PT는 Museum 1개였다.
2단계에서는 9개의 수행과제(PT) 중 2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선정 준거를 검
토하고 각 준거의 타당성 및 추가 준거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림 Ⅱ-2] 일반핵심능력 검사 문항 결정 절차

3단계에서 각 국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다섯 가지 준거에 대한 이해와 의견 공유를 바
탕으로 9개의 샘플 PT를 검토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선정 준거에 대한 이해와 적
용을 통해 9개의 PT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PT 2개에 투표하여 4개의 최종 후보
수행과제(PT)를 선정하였다. 투표 결과, 4개의 상위 득표 PT인 Catfish(12표),
Lake-to-River(11표), Museum(7표), Dogtooth(5표)에 대해 각 참여국들의 의견을 제
시하고 논의하는 5단계를 거쳐 모든 참가국들이 합의한 Catfish와 Lake-to-River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도구인 수행과제는 서술형의 평가도구로서 아래의 그림이
설명하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능력, 글쓰기 능
력 등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도구이다.

｜

21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Ⅲ): 평가영역별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그림 Ⅱ-3] 수행과제의 평가 내용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Shavelson이 제안한 학습성과의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대학교육을 통해 개발되고 축적된 대학생의 일반핵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
발되었다. 이 도구가 여타의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 도구와 차별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통계자료나 설문조사에 기초한 평가가 아닌 학생의 일반핵심능력 부문 학습성
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다. 둘째, 평가방식에 있어서 다지선다형이 아닌 주어
진 과제를 수행하고 서술하는 주관식 서술형이다. 셋째, 평가의 단위에 있어서 학생 개
인이 주요 타깃이 아닌 대학, 혹은 단과대학 등을 단위로 하여 평가 결과를 분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네 번째 특징은, 평가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2. 주요 사업 추진 경과
가. 사업 추진 경과
OECD AHELO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2006년 6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던 OECD
교육장관 회의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고등교육 질 및 효과성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기
관에서의 학습성과를 측정‧평가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회의 일정 내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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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교육의 질과 영향 측정”에 관한 주제별 세션에서 기조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고
등교육 학습성과를 평가하자는 제안은 정책 결정자, 학생, 고용주 등 여러 행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교육장관회의 참석자들은 고등교육 질에 대한
정의 및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한 지식과 논의가 시작 단계라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 또
한 참석자들은 고등교육 성과 정보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평가 결과를 활용한 고등교육
기관의 성과 개선의 중요한 추진 동력이라는 점에도 동의하였다. 이에 OECD가 대학생
의 학습성과 평가를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부가가치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PISA의 성공
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탐색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회의를 통해 도출되었다.
2006년 6월 OECD 교육장관 회의에 이어 열린 2006년 10월 정례 교육위원회
(Education Committee)4)에서는 OECD 교육장관 회의의 논의사항들에 대해 후속조치
를 제안하게 된다. OECD 교육국 지표분석과장인 Andreas Schleicher는 고등교육 학습
성과 평가에 대한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논의점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기존에 이루어졌던 고등교육기관 국내 및 국제 순위조사가 각 국의 정책결정과 재원배
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던 만큼, 국제단위의 고등교육기관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우
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OECD가 PISA와 같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측정도구를 회원국들에게 제공해 왔고, 이에 수반되는 우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등교육기관 학습성과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탐색 작업이 필
요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세 번째, 앞서 언급된 탐색 작업에는 방법론적인 문제,
평가 대상과 주체, 평가단위와 같은 부분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탐색 작업을 이끄는 질
문에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what to assess),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whom to
assess),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what is going to be compared) 등 세 가지가 제시되
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례교육위원회 이후 열린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에서 보
다 깊게 논의되었다.
2007년에는 AHELO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전문가 회의가 총 세 차례 개최되
었다. 2007년 4월에 열린 1차 미국 워싱턴 회의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단위 문제,
4) OECD 교육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2007년부터는 교육정책위원회(Education Policy
Committee)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CERI, IMHE, PISA, PEB 등 OECD 내 교육관련 다른 의사결정조
직의 사업에 대한 조정 권한도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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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학습성과의 개념 정의와 측정평가 방법론, 그리고 고등교육기관과 국가시스템
의 질 공간(quality space) 설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회의에 참
석한 전문가들은 학습성과 측정의 수준을 기관 차원으로 한정하면서, 그 근거로 국가 시
스템 수준에서 고등교육의 학습성과를 측정 및 비교하기에는 각 국의 시스템이 너무나
차별화되어 있어 사실상 AHELO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전문
가회의를 통해 OECD 학습성과 평가에서 대학재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학습성과
와 그 대학에서 수학함으로써 향상된 학습성과에 대해 측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
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1차 전문가회의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으로 일반 공통적인 고
차원 능력(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추론, 문제 해결력 등)과 학문분야와 관련된 능력 모
두를 실행가능성 평가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었다. 2007년 7월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린 전문가회의는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관한 기존 접근방식을 고찰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이를 실행 평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연구 설계를 탐색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었
다. 이를 위해 세계 각 국에서 수행되어 왔던 CLA, MAPP, iSkils, GRE를 검토 분석하
여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개발에 참고하게 되었는데, 그 중 CLA가 내용타당도가 높고
고차원 능력에 해당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적절히 측정한다는 의견이 도
출되었다. 1차, 2차 회의에서 논의된 평가 영역과 분석 단위에 대한 내용을 2007년 10
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3차 전문가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3차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평가도구의 설계, 실행가능성 평가의 평가영역, 실
행가능성 평가 참여국과 참여대학의 범위, 학생 표본 추출, 시험 시기와 기간, 시험 방
법, 대학 및 학생들의 평가 참여 동기화 등 AHELO 사업 추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 다루었다.
2007년 11월, OECD 교육정책위원회와 IMHE 이사회에서 세 차례의 전문가회의를 바
탕으로 한 AHELO 사업의 실행가능성 평가 추진안이 통과되었다. 이어 2008년 1월 일
본에서 열린 OECD 교육장관회의에서 10여 개국(대한민국, 일본, 호주 등)이 AHELO 사
업 참가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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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전문가(GNE) 회의별 주요 경과
OECD AHELO 사업은 많은 참여국과 함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조직이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주요 사안들이 일 년에 2~3회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GNE(국가전문가그룹)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결정되어 왔다. 각 회의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다.

<표 Ⅱ-2>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국가전문가(GNE)회의 주요 경과
일자

협의내용

1차 협의회
(‘08.12.17~18)

한국은 일반핵심능력 영역(Generic skill strand)에 참여

2차 협의회
(‘09.4.27~28)

미국 CAE*가 주관하는 CLA**를 일반능력 평가도구로 결정
* Council for Aid to Education / ** 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3차 협의회
(‘09.11.18~19)

재정부족에 따라 참여국들의 자발적 분담금 추가 지원 요청

4차 협의회
(’10.3.15~17)

일반능력, 전공능력(경제, 공학) 분야의 평가도구를 개발한 후 배경영역 개발
및 3개 영역 평가 시행 결정

5차 협의회
(’10.10.25~27)

실행가능성 평가를 준비단계인 1단계(평가실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구축)
와 2단계(평가실시 및 결과분석)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결정

6차 협의회
(’11.3.28~29)

평가실행 단계에서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및 평가영역 도구개발 진행상
황 보고

7차 협의회
(’11.7.01)

2012년 평가실행 일정 및 평가계획안 확정

먼저 주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 1차 국가전문
가그룹(Group of National Experts: GNE) 회의가 개최되었다. 1차 GNE회의에서 중점
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실행가능성 평가영역별 참가국 배치,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개
발자로서 미국 CAE를 선정하는 안에 대한 GNE의 동의여부, 배경요인을 별도의 평가영
역으로 설정하는 대신 다른 학습성과 평가(일반핵심능력, 전공능력)와 병행하여 실시하
는 방안 등이었다. 1차 GNE 회의를 통해, 핀란드,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가 일반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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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Generic Skill Strand) 영역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멕시코는 전공능력 중 경제학(Domain-specific Strand: Economics) 부문에, 일본, 호
주, 스웨덴은 공학 분야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배경요인 영역 참여와 관련해서는 일
반핵심능력 및 전공능력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하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배경요인 영역
에도 참여하도록 하되,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하였다.
2009년 4월에 열린 2차 국가전문가(GNE) 회의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
자 선정을 위한 입찰 문건 검토, 실행가능성평가 참여국 확대 문제, 실행가능성 평가의
정보 확산 기제로서 Stakeholder Consultative Group(SCG) 활용 방안 등이 주요 아젠
다로 논의되었다. 2009년 11월에 개최된 3차 GNE회의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자 선정, 예산 및 재원조달 문제, AHELO 데이터 접근과 결과 공개 등이 주요 아젠
다로 논의되었다. 평가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AHELO 실행가능성 사업수행
자 선정 입찰에 두 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이 중 호주 교육연구
협의회(ACER)가 평가사업자로 결정되었다.
예산 및 재원조달 문제는 3차 국가전문가(GNE)회의의 쟁점 사항으로 심도 깊게 논의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로 인해 1,110만 유로에 달하는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예산을 외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
해 OECD 사무국은 참여국에 예산 충당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논의
결과 1안과 3안의 절충안으로 예산 및 재원 확보에 대처하기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채택하였다. 즉, 프로젝트 범위는 그대로 두되 국가분담금을 늘리고, 사업 모멘텀은 유
지하지만 사업의 핵심만을 남기고 모두 삭제하는 방향이다. 또한 단계별 접근을 취하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영역별, 또는 사업 요소별로 분리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차 국가전문가(GNE) 회의에서는 사업추진 자금이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범위 축소
와 이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 사업연기; 예산
에 맞춰 사업을 축소; 영역별 도구개발은 하되 평가실행은 자금 확보 여부에 따라 실행
하는 단계별 추진 시나리오 까지 5가지의 추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 결과, 사업 자체를 유지하자는 참가국들의 동의가 도출되었으며, 단 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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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대로 가자는 시나리오 1(최초 시나리오)은 대안에서 배제되고, 가능한 선에서 도구개
발과 평가실행을 모든 영역에서 같이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2010년 10월에 개최된 5차 국가전문가(GNE) 회의에서 참가국과 OECD 사업
본부는 AHELO 사업의 실행가능성 평가를 1단계 (도구개발단계)와 2단계 (평가실행단
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였다. 1단계는 일반핵심능력 영역과 경제학, 공학 등의 전공능력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학습성과를 측정 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배경요인영역 도구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 설문조사를 포함한 평가실행과 결과분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AHELO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호주의 ACER는 2단계를 평가실행 준비단계인 2.1, 그
리고 평가실행 단계인 2.2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5차 GNE회의에서
참여국의 승인을 받았다.
2011년 4월에 열린 6차 국가전문가(GNE) 회의에서는 사업진행의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뤄진 회의에서의 논의 초점은 ‘세부 사업 단
계 구분의 타당성과 계약 추진 여부’이다. 대체적으로 배경요인영역의 평가도구개발(2.1
단계) 추진은 가용한 자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무국이 계약을 추진해도 좋다는 참가국들
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2.1단계 추진에는 대다수 참석자들이 동의한 반면, 2.2 단계 계
약 추진에는 신중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2.3 단계 추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2.2 단계를 추진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재원 투자가 될 수 있기에 추이를 관망하자는 의
견이 많아 필요 자금이 확보되었을 경우 2.1 단계 계약은 추진하되, 2.2 단계 계약은 신
중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7차 국가전문가(GNE) 회의는 년 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던 것을 사업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가별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관한 의견을 모아 사업의 방향성을 결
정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OECD AHELO 사무국은 4년 간 컨소시엄과의 계약 비용
1,100만 유로에서 790만 유로로 절감과 함께, 평가도구 개발 완료, 배경요인영역 개발
및 평가실행 준비의 과업 내용을 포함하여 590만 유로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하고
추후 평가 실행을 위한 자금은 평가실행의향이 있는 국가에게 평가실행 참여비 15만 유
로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이에 대한 국가별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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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에 2012년에 AHELO 평가 실행에 참여하기로 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국가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언급된 각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Ⅱ-3>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추가 분담금 납부 현황
구분

내용

해당국

제1그룹

평가실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된 국가

미국, 호주, 핀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슬로바키아(2개 영역)

제2그룹

예산 확보의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국가

벨기에, 이집트, 한국, 쿠웨이트, 네덜란드,
슬로바키아(1개 영역)

제3그룹

아직 재원을 파악하지 못함

콜롬비아, 일본

3. OECD AHELO 사업 중장기 계획
사무국은 AHELO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참여국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본조사 추
진 일정, 평가 주기, 평가내용상의 초점, 사업 모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여국 간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AHELO 본조사 추진을 위한 논의는 2011년 11
월 EDPC 회의에서부터 본격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 사무국이 10월까지 EDPC를 위한
중간 보고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AHELO 중장기 계획에 관한 설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OECD 사무국은 AHELO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국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
으며, 각 참여국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OECD 사무국은 조기에 AHELO 본 평가에 착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6월 아래와 같은 본 평가 실시 계획을 제시하였다.

□ 평가사업자 입찰 : 2013년 1월 ~ 9월
□ 예산/참여국 모집 : 2013년 10월 ~ 12월
□ 평가체제 및 도구개발 : 2013년 10월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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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실행체제 개발 : 2014년 7월 ~ 12월
□ 평가도구 번역/개조: 2014년 8월 ~ 12월
□ 대학 및 학생 샘플링 : 2014년 7월 ~ 12월
□ 평가 실행 : 2015년 1월 ~ 8월
□ 데이터 준비/분석 : 2015년 6월 ~ 12월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산 : 2015년 8월 ~ 2016년 3월

이러한 AHELO 본평가 시행을 앞두고, AHELO 본평가의 설계 특성, 실행가능성 평가
연구의 실질적 포커스, 본 시험 실시의 시기, 의사결정체제 관련 고려사항, AHELO 본
평가의 비용 및 비용분담 모델 등의 내용에 대해 참여국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설문조사에서 다룬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다.

1) 대학교육의 질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OECD 사무국은 AHELO 데이터 결과로 대학순위를 산출
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학순위평가를 AHELO의 성과 중
하나로 보는지 대학순위평가로서의 활용은 피하고자 하는 AHELO 활용방안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측은 획일적, 일률적인 대학순위평가는 반대하며, 공개해
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AHELO 본평가 보고서에도 대학순위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전달하였다. 또한 절대점수와 더불어 가치부가 점수를 산출하는 것의
중요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에서 AHELO 사업 홍보 시 AHELO의 특징으로 가치 부
가적 접근법을 강조해 왔지만, 가치부가점수의 산출을 다소 양보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전달하였다. 즉, 국제적인 가치부가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시점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측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정 자체가 AHELO의 비용을 매우
높이고 조기시행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1-2주기 시행 후 정착된 다음 가치부가 점수
산출을 시도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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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핵심능력에 대한 수요
한국 측 관계자는 일반핵심능력 중 특히 어떤 능력이 한국에서 중요하게 간주 되냐는
질문에는 문제해결능력과 분석적 사고력을 꼽았으며, AHELO와 PISA나 PIAAC 등 다
른 능력평가결과와의 연계성은 얼마나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냐는 문항에는 매우 중요하
며, 특히 PISA 결과와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3) 전공영역 능력 평가
그리고 전공영역 능력 평가에 있어, 한국은 AHELO 전공능력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는 않지만 전공능력 평가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단, 학습성과 및 성과평가의 기준에 대한 국제적 틀/기준의 존재 여부 및 학회 등 평가
의 기획, 실행준비 및 실행 단계에서 국가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협의회 등의 존재 여부 등이 전공영역 능력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4) 배경요인영역
배경요인영역과 관련하여 설문지에서 언급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그 문항들은
첫 번째, 한국이 배경요인 영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가,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경우, 학생, 교수, 학과 리더, 대학 리더 등 4개로 구획된
배경요인 영역 정보 수집 대상이 적절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공정한
대학비교와 AHELO 평가결과를 질제고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경요인 영역 정보
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4개로 구획된 정보 수집 대상은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5) 주기적 평가실행의 필요성
OECD 사무국은 AHELO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실행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얼
마나 중요한지를 물었고, 이에 한국은 고등교육 학습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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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와 장기(5년) 중 어떤 주기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저 두 주기가 아니면 어떤 주기
를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단기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2년 주기는 지나치게
짧다고 답변하였다. 즉, 2년 주기는 예산확보, 적절한 준비기간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지
나치게 짧다고 판단되며, 3년 또는 4년 주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예산확
보 및 평가준비 등에 필요한 적정 시간 확보, 일반 대중 및 평가참여자의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주기 분석에의 적합성 때문이며, 더불어 PISA 시험이 3년 주기라는 것
을 고려하면 3년 또는 4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참여국 간 비용분담 방안
OECD 사업국은 AHELO 본 평가 시 참여국 간 비용분담(안)과 관련하여 A, B, C 옵
션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4> 참여국 간 비용 분담안
주요 내용

특징

옵션 A

OECD PART 1 스케일에 따라 국제분담금 경제력에 따라 부담 상승, 동안을 지시할
부과, 즉 국가경제규모에 따른 분담금 부과 때 경제부국들의 반발예상

옵션 B

전체 사업비를 핵심 사업을 위한 기본경비
와 참여국 수에 따라 변동되는 경비로 구분,
PISA 평가의 분담금 부과방식으로 사용 중
각 참여국의 분담금을 기본분담금 + 경제력
에 따른 추가분담금으로 구성

옵션 C

전체 경비를 모든 참여국이 동등하게 내는
PIAAC 평가의 분담금방식으로 사용 중
방안

이에 한국은 현실적으로 B 또는 C 안 중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사업 모델 대안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OECD 사무국은 대학순위평가기관이나 다국적 컨설팅 회
사 등의 사설 기관들과 협력(대학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컨설팅에 AHELO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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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AHELO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면서 한국의 의견을 물었다. 이
에 한국은 대안적 사업 모델에 우려를 표시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사업 모델에 동참할 적절한 사설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 사업모델 채택 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동 사업 모델이 채택될 경우 대학의 이해관
계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특히 대학평가순위 발표 방식 등과 관련하여)는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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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AHELO 사업에서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는 기존 시험도구를 이용하여 실
시된다. 즉 이미 대학생의 학습성과 측정도구로서 그 타당도가 검증된 문제를 이용, 국
내 대학생을 포함한 참가국의 대학생의 학습성과 및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핵심
능력 영역에서 사용하는 평가도구가 OECD의 전문가들에 의해 엄선된 것이고, 오랜 세
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타당도가 검증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평가도구가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대학생의 일반핵심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적절한 도구인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CAE가 개발한
평가도구를 이용한 국내 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대학생이 해당 도구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살피고, 결과를 분석하여 드러난 문제점 있다면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내 피시험자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평가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
도록 하는 타당화 작업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타당도의 여러 유형과 개념을 제
시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Cognitive-labs에 대한 설명과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서술형 평가도구, 서술형 평가 채점기준표, 객관식 평가도구 별로 실시한 타
당화 작업 및 타당도 검증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는 OECD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
의 서술형 평가도구인 수행과제(Performance Task) 2종, 채점기준표, 그리고 객관식
평가도구 각각에 대한 번역/개조 과정 기술과, Cognitive-labs 실시를 통한 학생의 반
응 분석 등을 포함이다. 또한 전문가의 도구 검토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과 학생과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구를 정교화하는 과정 등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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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당도의 개념과 유형
전공지식과 같은 특정 분야의 지식의 습득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와 달리 문제해결능력
이나 분석적 사고력과 같은 추상적인 고차원적 능력을 측정하는 경우, 평가도구의 타당
도 신뢰도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OECD AHELO 사업의 경우,
1) 영어사용국가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사업참여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한다는 점
과, 2) 측정도구가 객관식 문항이 아닌 서술형 수행과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때문
에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토하여 측정도구의 정교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여기에서는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며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
고 각 타당도의 성격과 추정 방법 등을 살펴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
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전미교육학회와 미국심리학회, 미국교육측정학회에 의해 공동 출간된 교육학적 ･심리
학적 평가를 위한 준거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라는
저서는 타당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정 평가도구를 통해서 얻어진 시험 성
적, 혹은 측정 수치 등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테스트 도구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려 할 때 그 분석 혹은 해석이 이론과 증명을 통해 뒷받침 받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AERA, APA & NCME, 1999). 즉, 평가도구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을 얼마만큼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호성, 2008).
평가도구의 타당도는 크게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준거타당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는 평가하는 내용과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과의 관련성으로 측정되는 것으
로 수량화된 근거에 의한 검증이 아닌 평가하고자 하는 분야의 내용 전문가가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사고와 방법을 통해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용타당도에
서 중요한 포커스 중 하나는 특정 도구가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포함되
어야 할 내용들이 선택되어져 있는 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전기 공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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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하는 학부생이라 할지라도 학습 내용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의 교수법이나 교
과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용타당도는 교과과정이나 교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용타당도는 교수방법의 효과가 학생들의 학
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선택하거나 교육과정의 효과를 측
정하는 평가도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태제, 2002; Gall, Gall
& Borg, 2003).

1)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가 전문가가 전문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판단하
는 것인데 반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예컨대 피평가자 집단에 의해 평가도구가 설계되
어진 목적에 맞는지의 여부, 도구의 내용에 대해 평가대상자가 지닌 친숙함과 같은 표면
적인 측면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안면 타당도라고 한다(Gall, Gall & Borg,
2003). 안면타당도는 평가자의 내용 전문성이 결여 되거나 체계적인 근거보다는 주관적
인 의견에 의존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성태제, 2002, Anastasi & Urbina, 1997, Jackson, 2009에서 재인용).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엄밀한 의미의 타당도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면타당도는 특정 평가도구의 타당도 논의에 있어서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시험문제가 적절하다고 보일 때 피시험자는 그 시험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
(Sackett, Schmitt, Ellingson & Kabin 2001)”는 관점에서 보면 필요조건은 될 수 있다.

2) 내용타당도 증대 및 추정방법
Thorndike와 Thorndike-Christ (2010)은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평가도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평가상세도 (table of specifications 혹은 test blueprint)
작성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상세도는 말 그대로 피시험자의 인지적 과정과 평가도구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도구 개발의 틀을 제시하
는 역할을 한다.
평가상세도의 활용은 평가도구 개발 초기 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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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구의 타당도를 추정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이미 개
발된 기존 문제의 타당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에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할 내용이 기술된 평가상세도를 개발한 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평가도구와 역-비
교하여 보는 방법이 그 하나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특정 전공 분야의 평가에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일반핵심능력 영역으로 분
석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도구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행과제에 포함 될 수 있는 내용에 범위는 특정 전공에 해당하는 영역이 아니라서
평가상세도를 개발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내용타당도 추정 방법은 아니지만 Cognitive lab을 통해서도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판단할 수도 있다. Cognitive lab은 평가를 받는 학생의 인지적 과정을
관찰하며 평가도구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포착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
다. 하지만 피시험자의 평가도구에 대한 이해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cognitive lab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어진 질적 데이터는 평가도구의 안면 타당도를 추정하고
그 도구를 개선하여 타당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Wise, Hauser, Mitchell,
and Feuer, 1999, p. 10).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생의 일반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수행과제는 제시된 여
러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형식적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도 중요하지만 피시험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정도나 반응을 살
펴 볼 수 있는 Cognitive lab을 통해 도구의 적합성을 측정 하는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
고 있다. 수행과제에서 제시된 자료에 대한 피시험자의 이해정도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어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문
화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여 타당도의 검증 혹은 증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
다.

나. 구인타당도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중요한 타당도라고 평가 받는 구인타당도는 구성타당도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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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도 하는데 언어적 능력, 지능, 학업적성과 같이 인간의 심리적 특징이나 성질을 구
인으로 분석한 후, 특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인 테스트 수치가 심리적 구인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Jackson, 2009). 구인은 “심리적 특
성이나 행동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존재를 가정하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가령 창의력을 측정한다면 그에 따른 구인은 민감성, 이해성, 도전성, 개방성, 자
발성, 자신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평가도구가 이러한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타당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성태제, 2002, p. 47).
구인타당도는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의 심리적인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후에 이를
근거로 문항을 작성하고 평가시행 후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심리적 특성이 적합하게
측정되었는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추정한다. 구인타당도는 각 구인들에 의하여 얻어진
점수와 심리특성을 측정하는 총점과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타당도를 검증하는 상관계수
법, 두 개의 집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
부에 따라 타당도를 판단하는 실험설계법,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변
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끼리 모아 요인으로 정의한 후 그 요
인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의 요인분석 등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포함한 구인타당도 검증은 평가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빈번
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평가문항 수가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령,
비슷한 영역을 평가하는 호주의 GSA(Graduate Skills Assessment)처럼 구인을 규명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서 그 타당도를 검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Hambur 외,
2002)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처럼 서술형 수행과제 형식으
로 설계된 평가도구에 대해 통계분석적 구인타당도 검증은 어렵다.

다. 준거타당도
준거타당도는 특정 도구의 평가 결과에 의해 나타난 점수와 특정한 준거와의 상관계
수에 따라 타당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얻어
진 수치와 준거로서 얼마나 정확하게 피시험자의 행동이나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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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 것이다. 설정된 준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당도를 판명받는 것이니만큼 준거
타당도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신뢰할 수 있는 준거를 설정하는 일
이다 (Thorndike & Thorndike-Chris, 2010). 이러한 준거타당도는 크게 예측타당도와
공인타당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예측타당도
준거타당도의 하나인 예측타당도는 평가도구가 피시험자의 미래의 행동이나 능력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를 보는 문제이다. 선발이나 배치 등의 목적을 위한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적성검사나 심리검사와 같은 분야에서 예측타
당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미국의 SAT나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경
우에서도 예측타당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가령 이들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학생이 대학에서 역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면 이들 평가도구의 예측타당도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성태제, 2002, Jackson, 2002).
특정 평가도구의 예측타당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먼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피시험자의 행동이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얻어진 수치와 예측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평가도구
에서 얻어진 테스트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위와 같이 타당도를 검사하는 방법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수행과제를 이용한 평
가에서 얻어진 성적과 그 학생들의 GPA의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AHELO 사업 평가도구
의 예측타당도를 추정할 수 있겠다. 다만 현재와 같이 대학교 성적 인플레에 대한 우려
가 있는 상황에서 GPA가 얼마나 정확한 학생의 학업능력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
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인타당도가
있다.

2)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 역시 준거타당도의 하나로 다른 평가도구의 점수와 상관관계로서 타당도
를 추정하는 것이다. 즉, 새롭게 개발된 도구를 이용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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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는 비슷한 성격을 지닌 다른 평가도구를 이용한 검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 연관
성을 보여야만 그 도구의 타당도가 증명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은 준거가 되는 검사도구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타당성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
이다. 공인타당도는 새로운 평가도구의 점수와 기존에 타당성을 검증받은 도구의 점수
간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판명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정하는 방법은 먼저 학생
들에게 타당도를 검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평가도구로 시험을 검사를 실시한 후 동일한
시험 상황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기존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한
다. 그리고 두 검사도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비록 통계적 의미를 도출 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 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평가를 실
시해 학생의 결과와 해당 학생의 GPA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
만, 채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지 않았고, 채점자를 위한 연수가 11월 말에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평가결과의 정확한 채점이 어려웠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을 대상
으로 평가 실시를 하였지만 참가학생들의 GPA와의 비교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2. Cognitive-labs을 이용한 평가도구 개발과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OECD AHELO 평가도구인 수행과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평가도구
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cognitive-lab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cognitive-lab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연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
였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OECD AHELO 사업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도구인 CAE
의 수행과제는 미국 내에서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가도
구 중 하나로 그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증은 개발기관인 CAE 등을 통해서 이미 수행되
었다. 하지만, 국제 비교 평가의 일환으로 외국의 문화적 영향아래 영어로 개발 된 평
가도구를 개조-번역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본 사업에서 국내 대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
로 평가도구의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도구의 문제점 및 장점을 파악하는 것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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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평가도구 개발과정에서 대규모의 표집샘플을 가지고 도구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혹은 대규모의 표집샘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기 이전이
나 이후에 더욱 자세한 내용 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증 방법 가운데
Cognitive-labs이 있다.

가. Cognitive-labs의 개념과 특성
Cognitive-labs은 1980년대에 들어서 평가 전문가들이 개발한 데이터 수집의 한 접
근 방식이다. 즉, 학생들은 개발된 평가도구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고, 머릿속에 떠오르
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구술보고 방식과 연구자와의 인터뷰 혹은 연구자의 관찰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cognitive-lab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발 단계에 있는 평가도구가
피평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타당하게 측정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평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용되기 시작
하였다 (Solano-Flores et al., 2010).
심리피험자가 자신의 심리적･인지적 과정을 소리 내어 입으로 말한 내용과 결과를 분
석하여 보고하는 연구방법으로 구술보고법이 있다. 이러한 질적 접근 방식을 통해 얻어
진 정보는 실험연구나 통계분석 등의 양적 접근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데에 효과적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술보고 방식은 개인차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 도구개발에
유의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다(Ericsson & Simon, 1999).
이러한 구술보고법은 피연구자의 심리적 정신적 과정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도출하는 연
구방법인 cognitive-lab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Kopriva (2001)은 이러한 구술보고 방식의 cognitive-lab을 시행하여 언어성취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평가하였다. 그 연구에 의하면 cognitive-lab은 측정도구 관련 아래와
같은 사항에 중요한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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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에 관한 학생의 이해
- 학생의 능력 수준
- 학생의 경험과 평가도구의 적합성
- 시험문제와 학생이 배운 내용과의 적합성

즉, cognitive-lab은 평가도구의 잠재적 문제점이나, 구인의 적합성, 문화나 언어 등
의 다른 배경에 따른 수정 가능성, 지시사항의 완성도, 시험문제의 읽고 이해함에 있어
서의 용이점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평가도구 개발자
들은 cognitive-lab을 연구방법 가운데 하나의 접근법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다
(Thompson, et al. 2002).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는 데에 전통적으로 이용되어왔던 양적접근 방
식과는 대조적으로 cognitive-lab은 평가도구의 질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관찰되는 문제
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내용들을 발견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
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명확하지 않게 설명된 지시사항,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에 지나치게 복잡하게 쓰인 내용, 혹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나 편견에 의해 답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cognitive-lab에서 발견되는 전
형적인 유형의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Wilson & Peterson, 1999).

나. Cognitive Lab을 활용한 평가도구 타당도 검증 사례
1) 미국국립교육통계센터의 국가교육발전평가(NAEP)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는 국가교육발전평가(NAEP)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배
경조사를 위한 설문도구의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가교육발전평가
(NAEP)는미국 내 초･중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2002년에 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NCES의 NAEP 배경요인 문항 개발 관련 팀은 미국
내 48명의 4학년생과 23명의 8학년생,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구술보고 방식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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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 cognitive-lab을 실시하여 평가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문항을 수정
하였다. 이 연구팀은 수정된 설문문항과 수정되기 이전 원문간의 오차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문도구의 개선도를 파악하였는데, 원문의 오차비율이 43%에서 32%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NCES, 2002).
NAEP의 테스트 개발자들은 cognitive-lab 실행에 앞서 평가도구의 오류나 전반적인
경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1차 테스트를 실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시험항목이나 설문문항을 추려내어 그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 cognitive-lab
을 실시하였고 파악된 문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예시된 오류의 유형은 배경요
인 평가도구의 설계상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cognitive-lab 실시 후 얻어진 것들이다.

<표Ⅲ-1> Cognitive-labs을 통해 파악된 NAEP 배경요인 평가도구의 문제점과 원인(예)
구분

문제 내용

Cognitive-labs을 통해 파악된 원인

내용의 문제점

4학년 학생의 수학 성과 평가 파악을 위
한 학습관련 배경요인 설문에서 같은 질
문에 응답을 교사와 학생간의 답이 서로
다름

평가도구의 질문이 피 시험자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도록 작성됨

설계의 문제점 1

“학교에서 과학 공부를 할 때” 와 같이
시작하는 문제의 경우 이 행동을 하는
시기 해석이 다름

질문에 “현재” 혹은“요즘”과 같은 구
체적인 기간의 명시가 없음

설계의 문제점 2

건강관련 설문 문항가운데 신체적 불편
함을 겪는 횟수에 관한 문제 중 시기의
해석이 다르게 적용됨

“지난 12개월 동안” 이라는 명확하게
제시된 기간이 두통, 복통, 콧물과
같은 증상과 입덧과 같은 특정 시기
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 같은 선
택 사항에 놓여있었음

척도의 문제점 2

배경요인 질문 사항에서 어떤 행동의 횟
수를 묻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 간 답의
차이가 컸음

lickert-scale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위 표에서 예시된 문제점 가운데 내용이나 문항설계상의 문제점들은 일반적으로는 문
항설계자가 의도한 바대로 응답자가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마다 다른 해석의 여
지가 있는 것들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상대적으로 마지막 예시의 경우, 교사와 학
생의 답안 비교를 통한 타당도 검증에서 척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시킨 후 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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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간의 답안의 격차가 4간척도일 경우에는 62%였던 것이 3간척도로 바뀐 후에는 51%로
감소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사와 학생 간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척도 변경으로 인해
38%에서 49%로 증가한 것이다.

2) Pearson의 학습성과 테스트 (Stanford Achievement Test10)
미국의 대표적 테스팅 회사의 하나인 Pearson은 자사의 대표적 평가도구의 하나인
Stanford Achievement Test(SAT10)의 개발 과정에서 cognitive-lab을 이용하였다.
SAT10은 미국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3개 학년의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시험
도구로, 1926년 최초의 SAT(SAT1)가 개발된 이래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널리 사용되
어 왔고 현재 10번째 버전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No Child Left
Behind Act 도입 이후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평가를 위해 미국 내 모든 주는 학업성취
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주정부에 의해 개발된 학습성과 평
가도구도를 포함한 다수의 시험도구가 이용되고 있지만, SAT가 내용에 있어서 더 통합
적이고 새로운 구성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Pearson은 SAT10 개발 과정에서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포
커스 그룹과 다른 통계분석과 함께 Cognitive-labs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시행하였다(Zucker, Sassman & Case, 2004). Pearson의 도구개발 팀은 SAT의 가장
최신판인 SAT10 개발을 위해 미국 전역에서 수 년간 1,300명 이상의 학생 참가자를 대
상으로 cognitive-lab을 실시하였고 2003년에만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300~400명 정
도의 참가자를 선정 cognitive-lab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도구개발 팀은 평가도구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cognitive-lab을 이용, 새
로운 평가 문항의 개발부터, 컴퓨터상에서의 화면배치 (navigation layout)와 기존의
문항의 개선 등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로, 일반적인 요인 분석 등
의 통계적 접근방식에서는 드러나기 어려운 문항의 문제점과 오류 등이 파악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Pearson에서 실시한 cognitive-lab의 관찰자를 위해 준비한 자료이
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학생은 자신이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제시된 수학문제를 풀
었는지 설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후, 문제의 난이도에 관한 질문이 있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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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있다.

1) 위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로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의 설명에 기초하여 아래에 적힌 사항들 중 해당하는 것 모두에 표시하시오.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그래픽, 도표, 표, 등을 보았음 (SR1)
사전 지식을 떠올림 (SR2)
간단한 수식을 사용함 (SR3)
답을 알고 있었음 (SR4)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 나감 (SR5)
그래픽이나 도표 등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음 (SR6)
근본적인 수학적 개념을 얘기함 (SR7)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형태나 구조 등을 살펴봄 (SR8)
증명을 통해 짐작이나 추측을 설명하거나 반론한다 (SR9)
일반화를 공식화한다 (SR10)
사전 지식을 떠올림 (SR11)

2) 위 문제가 쉬웠는지, 보통이었는지, 어려웠는지 해당하는 곳에 공표를 그려주십시오.
3) 만약에 학생이 틀리게 문제를 풀었거나 건너뛰었다면, 아래의 문제들을 물어 보시오. 학생들의 답을
이용하여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조사하는 데에 사용하고 적절한 코드를 사용하여 표시하시오.
- 학생의 답이 분명하게 틀렸을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해 조사할 것
- 학생의 답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먼저, 처음엔 무엇을 하였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나중에 그런데 왜
도중에 그만두었나요? 라고 물을 것
- 학생이 그 문제에 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이 문제에 답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 그
리고 학생이 문제이해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학생이 그 문제에 답을 하지
않기로 생각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

[그림 Ⅲ-1] SAT10 cognitive-lab 인터뷰 문제와 관찰 사항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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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ognitive-lab을 통해서 Pearson의 SAT10 개발자들은 학생들이 다른 문제에 비
해 많이 틀리거나, 문제에 답을 하지 않고 빼놓는 경우, 혹은 문제를 완전히 끝마치지
않은 상태로 마치는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의 원인 파
악을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으로는 평가대상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
문자와 그림의 배치에 의한 오류로 인한 학생들의 오답 유도 등이 있다,
Cognitive-labs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파악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 모색에도 활용되
어, 그에 따른 시험문제 오류의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졌다. 더하여, 학생들의 채점기준
표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답안의 특성이나 ‘답안기준설정위원회’가 평가결
과의 기준이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서 이용되
었다.
이와 같이 Cognitive lab은 평가도구를 만들면서 연구자가 기대했던 것을 확인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구자와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검사문항을 만들 때 그것이 요구하는 문항이 어떻게 이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인지적 혹은 정의적 측면과 연계되어 있는 지 판단한다. 즉, 내용적
으로 검사문항들이 얼마나 의도한 잠재적 요인을 타당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는 검사도구의 특성과 검사가 실시되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AHELO에서 제공하는 검사와 같이 복
잡한 현실에서 다양한 정보를 읽고 판단하며 자신의 의사결정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복합적 인지적 과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는 검사도구를 제작한 연구자와 전
문가가 의도한 내용타당도가 실제 검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검토의 과정은 이 검사가 실시되는 국가 혹은 문화에 속하는 검사의 대상자들이 검
사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cognitive-lab은 소규모의 실험을 통해서 미리 검사대상자의 언어로 이와 같은 내용면
에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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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핵심능력 서술형 평가도구 개발
가. 일반핵심능력 서술형 평가도구의 개조 및 번역
평가도구의 번안 작업인 개조/번역은 평가도구의 개발 측면에서 크게 보면 평가도구
의 타당화 작업의 일환이다. 외국문화(영미)의 영향 아래 외국어(영어)로 개발된 평가도
구를 이용하여 국내 대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번역과 함께 국내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는 타당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험도구
에 포함된 언어나 정보가 전달하는 의미가 나라와 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의 영역 혹은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번안 작업을 거쳐서 평가도구의 국내화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후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반영하여 문제의 완성도를 높
이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일반핵심능력의 서술형 평가도구인 수행과제의 개조 및 번역을 포함한 번안의 과정은
전년도 보고서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번안 작업을 대략적으로 소개
하고 전년도 보고서에서 기술하지 않았던 Cognitive-labs를 중심으로 한 평가도구와
채점기준표 등의 타당화 작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평가나 교육 프로젝트 수행의 경험이 많은 OECD는 국제 평가에서 요구되는
개조 및 번역을 포함한 번안 작업의 일반적인 절차가 설정되어 있다. AHELO 사업의 일
반핵심능력 영역의 개조-번역 절차는 전년도(2010년)와 올해에 걸쳐서 정교함을 높이고
국내시험 실행에 타당한 시험도구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번역과 타
당화 작업의 내용과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평가도구나 채점기준과 같은 평가시행의 주요 내용들은 2명의 번역가에 의해 각각 번
역을 실시하고 이 두 번역본을 가지고 제 3의 번역자와 연구진들이 조정본을 개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 조정본을 한국어전문가가 검토하여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드러난 문제점을 미국 CAE에 보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후 추가로 Cognitive-labs을 운영하여 도구의 정교함을 더하였다. 평가실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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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자료의 경우는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보다 단순한 과정을 통해 번역작업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루어졌다.

[그림 Ⅲ-2] AHELO 평가도구 번역과정

｜

49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Ⅲ): 평가영역별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나. 서술형 평가도구(수행과제) 타당화를 위한 Cognitive-labs 실시
타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AHELO 사업의 국내 연구팀은 OECD 사업본부와 일반핵심
능력 평가도구 개발기관인 CAE가 요구하는 번역절차에 더하여 한국어전문가에 의한 시
험도구 검토가, 올해에는 추가 조정번역, 추가 Cognitive-labs 실시가 시행되었다. 이
와 같이 추가적으로 타당화 작업을 실시한 이유는 OECD 사업본부와 AHELO 컨소시엄
에서 사업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역번역(Reverse Translation) 항목을 전체 번역과정에
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OECD가 수행하고 있는 PISA나 PIACC과 같은 국제적인 평가
프로젝트에서는 영어로 제작된 평가도구를 참가국에서 번역을 하고 이 번역본을 가지고
OECD에서 선발한 번역전문가에 의해 참가국의 언어에서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는 역번
역작업이 수반되는 것이 통상적 관례였다. 하지만 AHELO의 경우 재정상의 문제로 인
해 역번역 과정이 축소 혹은 제외된 실정에서 국내연구팀은 개발된 도구의 정교함을 자
체적으로 도모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추가 작업들을 실시한 것
이다.

1) Cognitive-labs 참여 대학생과 진행 방법
2011년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평가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였다. 먼저, 피시험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시험을 치르게 한 후 면담 실시를 통한
cognitive-lab을 실시하여 안면타당도를 검증하고 문제점 파악 및 평가도구의 질 개선
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서열상 상위권과 중･하위권 대학 8곳에 재학 중인 4학
년생 13명을 모집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들 참여 대학생은 편의표집을 통하여 선
정되었는데 남녀 성별, 전공분야, 재학 중인 대학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였다. 참가자들의 성별, 전공계열, 재학 중인 대학 등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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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Cognitive-labs 참가자 특성
학생

성별

학교

전공계열

1

여

연세대

사회

2

여

인천교대

사범

3

여

숭실대

사회

4

여

고려대

사회

5

여

명지대

사회

6

여

협성대

사회

7

남

고려대

이공

8

남

고려대

이공

9

남

고려대

이공

10

남

고려대

사회

11

여

홍익대

사범

12

남

홍익대

사범

13

여

경희대

사회

연구의 편의상, 수도권에 재학 중인 학생들 위주로 참여 학생이 구성되었지만 출신교
의 규모나 수준에서 다양성을 추구하여 시범평가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본 시험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테스트를 치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
을 감안하여 시험문제지는 인쇄본을 배포하였고, 답안작성은 컴퓨터를 통해 90분 동안
하도록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종이와 연필
사용을 허용되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시험에서 요구한 수행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를 말로 표현하는 구술보고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담이 실
시되었다. 구술보고와 면담시간은 학생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대략적으로 1시간 이내로
진행되었다.
Cognitive-labs 실시에서 초점을 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에 대한 여부
■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이 번역을 통해 변형되지 않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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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쓰인 시험 원문의 의도가 올바르게 해석되었는지의 여부
■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주어진 시간이 적절한 지의 여부
■ 특정 전공 내용에 치우치지 않았는지의 여부

2) 서술형 평가도구에 대한 학생 반응 분석
위에 기술한 초점을 바탕으로 면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유형화 한 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과제 내용과 관련하여 면담 결과에서 얻어진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측정영역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 혹은 경험과의 관련성, 세 번째로 문화적 편향
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조사도구인 수행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제시된 정보
의 신뢰성과 자료의 활용 능력, 난이도 혹은 친숙도, 번역상의 문제, 그리고 문제의 이
해도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절차상의 문제는 시험에 배정된 시
간이 적절한 가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표 Ⅲ-3> 서술형 평가도구 Cognitive-Labs 결과 분석 내용
구분

면담결과

주요 산출 및 조치 내용

과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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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대안 및 제언 시에 시사점
- 채점 기준 및 채점자 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

조사 도구

- 정보(자료) 신뢰성 검토 및 활용 능력
- 난이도(친숙도) : 조사도구의 형식(논술, - 조사도구의 정교화 방안 시사점
서술형식)
- 채점 기준 및 채점자 교육방안에 대한 시
- 번역상 문제 (어휘표현)
사점
- 이해도

조사 절차

- 시간의 적정성

- 조사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시사점

가) 과제 내용: 측정영역 혹은 능력
수행과제에서 다루어진 내용 혹은 주제와 관련한 문제에서 응시자들은 이 시험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전공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과 “상식”과 “경
험”으로 응답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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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저의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도 댐이 있으면 ...”(학생 A)
“... 만약에 환경과 관련이 있거나 ... 전공하신 분들은 더 잘 푸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 사전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좀더 자료를 잘 해석하고 질문에 좀 더 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학생 A)

평가도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이 정 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가장 큰 이
유 중 하나는 일반핵심능력이라는 측정 영역이 갖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 전공의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의 시험문제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친숙함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의 여부는 시평가도구의 타당성 검증과 관련하여 평가가 치러진
이후에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글쓰기 능력”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료 해석, 근거 제시, 추론
등의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고 ... 자료를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 그 입장에 대한 근
거도 찾아내고 ...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하고 ...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학생 A)
“... 이런 글 쓰는 문제를 접해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 자연
계 학생들은 글쓰기 능력이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이런 거를 통해 그런 능력을 함양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도구가 될 거 같아요”(학생 B)

평가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 혹은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평가도구 개발기관이 제시한 평가 영역(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글쓰기 능
력)과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과제내용: 대학교육과의 관련성
대학교육 또는 경험과의 관련성의 문제에 있어서, 일부 학생은 대학 교양 수업 또는
전공수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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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과목으로 1학년 때 들어야 되는 논리와 토론인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글 쓰는 방법 같은 것도 배우고...한 학기해서 그렇게 ....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학생 B)
“... 어떤 수업에서는 ... 기업의 자료를 내놓고 이걸 가지고 분석해라 라고 한 적은
... 경영학 수업이었구요 저희가 기업을 하나 세워서 브랜딩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전략
을 짜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생 A)
“이런 수업 말고 오히려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토론할 수 있는 수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듣고 틀린 점이나 이런 것을 찍어내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
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학생 C)

“제가 최근에 들었던 수업 중의 하나가 논리적인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수업이었는
데, 그 자체가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 한 학기
동안 편을 나눠서 주장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무
엇보다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일단 고등학교 교육 자체는 저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
각을 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분석하거나
그러한 보고서 작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제가 스스
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학생 D)

“저희 학교는 시험을 치면 거의 논술식으로 많이 쓰고...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돼
요.”(학생 E)

이에 반해 일부 학생은 관련성이 거의 없거나 무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수업은 아직까지는 정보전달의 느낌이 좀 많아요. 아무리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약간 부수적인 측면이고 아직까지는 정보전달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전혀 생각할 거리도 안주고 진도 나가는데 급급한 교수
님이 ... ”(학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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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 이런 거는 대부분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 기사? 이런 거에서만 이슈화되어서 ... 대
학과정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생 B)
“... 평소 때 이렇게 제시된 자료에서 정보를 뽑아서 글을 쓰는 연습을 거의 하지 않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을 본다고 해도 이런 유형이 아니라 교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서 시험문제가 나오고 그걸 적고 이런 식이니까... 항상 알고 있는 정보를 평가
하니까요”(학생 C)
“전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거의 이론을 배웠
던 게 주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와는 오히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
지 않았나.”(학생 C)

서술형 시험도구를 검토한 전문가 의견 중에서 PBL(Problem-based-learning) 스타
일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이 시험을 수행하는 데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시험이 다룬 주제의 친숙함과는 별도로 대학에서 교육받은
수업방식이 어떠한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대학교수학습법에 제시하는 시사점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험도구를 이용하여 시행될 내년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향후
교수학습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과제 내용: 문화적 편향성
국제평가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선하려는 사안 중 하나가 시험도구의 문화적 편향성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도구가 영어로 개발 된 문제이기 때문
에 이에 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행과제의 내용이 문화적 편향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번역이 된 자료라는 느낌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네 너무 잘 돼 있었고요 또 호산권 이런 게 또 우리나라 지역 같아서 전혀 ...(문제
가 없었어요-면담자)”(학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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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뉴욕에 있었던 워크숍에서 수행과제 선정이 이루어졌는데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고려한 부분이 문제의 일반성이었다. 평가도구에 포함된 주제나
소재가 특정 지역이나 문화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여 국제
비교 평가에서 사용될 시험도구의 문화적 편향성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였다. 이에 더하
여, 단순한 번역에 앞서 영어로 작성된 평가도구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우리나
라에서 어색할 수 있었던 부분 (예, 지명, 호칭, 측정단위 등)을 개조작업을 통해서 바꾸
었던 점이 위와 같은 반응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조사도구 : 정보(자료)의 신뢰성 검토 및 활용
학생들이 제시 된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주로 고려한 것은 자료 작성자의 사회적 지
위, 자료의 출처 등으로 드러났다.

“... 이거는 어떻게 보면 ... 이분이 누구고 사회적인 지위를 따라갔을 때 신뢰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이나 어떤 기관에서 가지고 한 발표나 보고
서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학생 A)
“... 이 저자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위치를 더 먼저 생각을 ... 시장이니까... 일반적
인 저자이기 때문에 ...”(학생 A)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사실여부, 과학적 근거 여부, 조
사 여부 등 정보의 과학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 여기서는 실험을 했고 과학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 (학생 A)

“이 글은 팩트에 근거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근거해서 쓴 글 같아서 ... 이 사건
에 대해 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거나 하기 보다는 그냥 일반
적인 사건에 대해 나열을 하면서 ...”(학생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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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활자에 대한 믿음 또는 수치 자료에 대한 무조건
적 신뢰 등의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
였다.

“... 당연히 믿을만한 정보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
(학생 A)

자료의 활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국내 학생의 성향은 채점자 루브릭을 개발할 때에
도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 이를 11월 말에 있는 채점자 워크숍에서 논의할 계획
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채점기준표 개발을 설명하는 절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마) 조사도구: 친숙도 및 난이도
한 명의 학생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난이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됐고요, 어려움도 없었어요” “대부분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학생 B)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그걸 하나하나 짜맞추면은 답이 명확하게 나올
거라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근거가 근거를 제시하고 또 그 반박하는 근거들이 또 근거를
제시해서 나중에는 좀 혼란스러웠다고 해야하나.”(학생 D)

문제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나 지시 사항 등이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은 듯하나 문제 제
시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는 있었다. 수행과제는 두 종류 모두 전체를 아우르는
큰 질문이 있고 그에 따른 5~6개의 하위 질문이 있다.
“호수에서 강으로” 수행과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조처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이 왜 나은 방법인지를 논리 있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3번째의 질
문이 앞서 나온 질문 내용에 영향을 받아 학생이 조처를 선택함에 다른 선택을 하지 못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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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질문에서

○○

5)가

딱 언급이 되니까 3번 문제를 답을 쓰는데 자연스럽게

○○

하라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3번 질문이 앞에 나왔으면 나았을 거라고 생
각해요.”(학생 F)

문제의 유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친숙한 과제 유형으로 인식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고, 내가 잘 못하면 어쩌나 여기에서 내 모든 표현력이 내
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구나 라는 걱정이 처음에 들었고.”(학생 A)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고 문제부터 나와 있어서 어떻게 풀어
야 할지 막막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차근차근 자료를 찾으면
서 문제를 풀어서 ...” (학생 B)

“... 강이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 처음부터 흥미가 유
발되지는 않는 문제였습니다.” (학생 A)
“... 제 생각에는 이런 용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덜컥 겁을 먹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읽어보니까 딱히 엄청 전문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학생 C)
“처음에 딱 떠오르는 느낌은..어렵다. ... 먼저 문제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제시됐다
고 생각되지 않았고 자료들 자체가 뒤에 다 수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온
문제들은 문단에 딸린 문제 몇 개씩 있었는데 근거들 자체가 뒤에 다 있었고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게 너무 뒤죽박죽이란 느낌이 들었어요.”(학생 D)
“처음에 전 무슨 과제를 받을지 모르고 받아서 첫 장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종류의 문제를 대학 다니면서 접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읽으
니까 좀 재밌었고요.”(학생 E)

5) 시험문제 내용의 보안을 위해 위와 같이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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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이, 제시된 자료에 대한 이해 수준은 대부분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일부 자료, 특히 표나 그래프 등의 자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
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질검사표를 어떻게 읽어야 할이지 그걸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
었고, 그것 말고는 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학생 B)

도표를 읽어내는 부분의 어려움은 위 학생의 경우에서만 발견되었지만 지도의 활용도
와 이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른 참가국에서
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바) 조사도구: 어휘표현(번역)의 문제
번역으로 채택한 어휘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방
해를 준 경우가 있었는데 “반증(reasonal argument against ~)”, “가까운 장래(near
future)” 등이 그것이다.
“질문 2번의 경우 반증... 반증의 뜻이 어떤 증거가 있으면 이 증거에 반대되는 것을
해서 이걸 증명을 해라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 또 요즘에 그냥 구어
로 쓰일 때는 입증을 해라와 똑같은 뜻으로 ... 여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번이랑 2
번 같이 했다고 .... ” (학생 A)
“처음에 가까운 장래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객관적으로 몇 년을 뜻하는지는 몰랐기 때
문에 저는 자의적으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일이 생길 것이다. ... 그것은 가까운 장
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가까운 장래라고 해도 5년에서 10년 사이 그렇
게 빠른 시일 내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학생 A)

한 학생은 번역 상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들에 대해 지적해주기도 하였다. 위의 “가까
운 장래”는 다른 참가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여 문제에서 삭제하였다.

“약간 어색했어요. ... 수식어가 확 안 읽히고 명사 하나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있다
고 해야 하나? ... 그래서 번역된 자료가 아닐까.”(학생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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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래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느낌
이 있었거든요. ... 그러니까 ‘김민준 박사가 보는 원인이 기생충에 의한 것이라는 것
이다’.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거요.”(학생 E)

사) 조사도구: 이해도 : 질문, 문제 유형, 자료 등
본 평가도구에서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은 큰 문제를 느끼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일단 미리 질문을 읽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한 번 쭉 읽어본 다음에 자료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맞춰서 필요한 자료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작성을 했어요.”(학생 C)
“쉬웠던 부분은 ... 정확한 근거를 대라 이런 거는 쉬웠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
야 하니까 반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반박을 하다 보면은 그 반박 자체가 성
립이 안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아요.”(학생 D)
“일단 문제를 먼저, 어떤 걸 묻고 있는지 여섯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목을 먼저 쭉 봤어요. 주어진 자료가 13페이지 정도 되니까. 제목을
쭉 본 다음에 문제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 먼저 제목이랑 연관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세한 내용을 읽었어요.”(학생 E)

수행과제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대한 이해는 응시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뭘 묻는 거지? 이렇게 당황스럽게 봤는데 천천히 문제 읽고 내용을 읽으
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을 선택과목으로 배웠어요. DNA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 했었어서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학생 E)
“내용은 독해하기 어렵진 않았는데 이걸 하나로 엮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도표 같은
거라든지 연구자료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글로 된 자료와 연결이 되는지 찾는데 시간
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학생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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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사 절차: 시간의 적절성
질문의 수나 시간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90분간 진행된 시험 시간에 대해 한 학생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체로 문제가 없거나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좀 빡빡하긴 했는데 시간에 비해 봤을 때는 엄청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학생 C)
“질문 수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시간 자체도 90분 정도면 괜찮았어요.”(학생 D)
“시간은 적당했던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논술을 써서 그런지 쓰는 거는 그렇
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 “(학생 E)
“마지막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시간이 약간 모자랐어요.”(학생 G)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술형 평가시간을 1시간 30에서 1시간 20분으로 줄이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11월 말에 있을 예정이다. 비록 시간이 모자라다고 말한 학생이 한 명 뿐이
었지만 시험시간이 10분 줄어드는 경우에는 국내학생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
출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ognitive-lab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표는 테스트를 수행한 13명의 학생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언급되거나, 소수의 의견이라도 살펴볼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4> 평가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Cognitive-labs 실시 결과
구분

피시험자의 반응

■ 수행평가 내용이나
형식의 친숙도

- 평가도구에서 다루어진 주제가 낯설다는 느낌은 없었음.
- 외국에서 개발된 시험도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음.

■ 수행평가의 난이도

- 문제나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음.
-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음.
- 논술고사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 답안 작성이 어색하지는 않았
으나 논리전개식 답안 작성이 쉽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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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시험자의 반응

■ 내용상의 문제점

“호수에서 강으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
리를 전개해야 하는 데 앞서 나온 질문의 영향으로 시험자가 다른 선택을
하는 데 방해가 되었음.

■ 수행과제 지시 형식

- 하나의 주제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1a, 1b, 1c와 같은 형식
의 하위 항목의 질문들이 답안작성 흐름을 방해하는 느낌이 있었음.
- “호수에서 강으로” 수행과제의 경우 각 하위 질문 에 대한 답안 작성 시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중복적이라는 느낌이 있었음.

■ 어휘 표현상의 문제점

- 2종의 수행과제에 공통된 사항으로 과제 지시 부분, “~에 대한 합당한
반증은 무엇입니까?” 의 “합당한 반증”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고
혼란스러웠음.

■ 형식이나 표기 방식

- 도표에서 Y축을 설명하는 표기 위치가 한국에서 일반적인 Y축의 끝이 아
닌 옆쪽에 있어서 어색할 수도 있음.
- “메기” 수행과제의 경우, 시장의 서한이 갖는 서류형식상의 엄숙함이 부
족해 보였음.

■ 제시된 자료 활용

- 답안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한 적었음.
- 두 수행과제 모두에서 제시된 지도는 거의 모든 학생이 활용하지 않았음.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실시한 cognitive-lab에서는 내용상의 치명
적 오류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반증”과 같은 어
휘 혹은 표현이 지적되어, 이를 평가도구 개발 기관인 CAE에 보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
하였다.
표기나 서류형식 상의 어색한 점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예를 따라서 제시하도록
하였고, 올 하반기에 실시될 인터넷상에 오른 평가도구 검토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수행해 문제를 개선하였다.
자료 활용 문제의 경우, 각각의 수행과제는 어떤 상황에 처한 문제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을 요구하면서, 그 문제해결에 활용해야 할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 자
료는 서신, 신문기사, 보고서, 지도, 그래프 등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각 제시자료의 신
뢰성과 중요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논리를 펴는데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이번 cognitive-lab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 배경이 대체적으로 인문계열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 중 도표나 지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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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보고를 통해서 드러났다. 특히 답안을 작성할 때 지도를 활용한 학생은 매우 적었는
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지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자료 활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제시 자료의 오류
나 진정성 등을 의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 사설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진 않았구요. 신문이라는 매체가 상식적으
로 fact를 싣는 것이고 아주 사실은 아니더라도 거의 사실을 싣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거짓이 실렸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학생 F)
“학술보고서인데 왜 틀리겠어요. 당연히 과학적이고 정확하겠죠.”(학생 E)

위에 언급된 학생들의 면담 내용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인쇄된 활자에 대
한 신뢰가 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한 교수의 의견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
실은, 멕시코의 경우, 정부 문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 정부에서 발간된 문서에는
거의 무조건적인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멕시코에서 소수의 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테스트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수행과제에 제시된 자료 활용
문제가 AHELO 사업 참가국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올해 파리에서 진
행 된 제 6차 국가전문가 회의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문화적 다양
성과 그 성향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채점자 훈련이나 채점자를 위한 국제워
크샵 등을 진행할 때 계속 주목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자세히 채점자가이드 개발
을 설명하는 절에서 기술하였다.

다. 일반핵심능력 영역 참여국의 Cognitive-labs 실시 결과 및 수정된 내용
일반핵심능력 영역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는 CAE와 OECD 본부가 제시한 대로
cognitive-labs을 실시하여 결과를 CAE에 송부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참가국의
Cognitive-labs의 결과를 수정이 필요한 세부사항이 아닌 포괄적인 사안 위주로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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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핀란드는 총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cognitive-labs을 실시하였다. 대체로 핀란드의
담당자들은 제시된 문항이 몇 가지 세세한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의도했던 대로 잘 수행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핀란드 담당자들은 핀란드어 번역과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점 역시
수정 제안점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CAE에서는 해당 국가의 문화-언어적 상황을 고려하
여 해당 국가에만 해당하는 수정 사안을 포함하여 국가 간 수행 과제가 최대한 잘 조정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총 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Cognitive-labs를 수행하였다. (Task당 4명씩
2번 수행). 쿠웨이트는 특히 영어를 아랍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
였다. 표준 아랍어는 쓰는 방식이 영어와 현저히 다르기 때문인데, 이에 쿠웨이트는 여
러 단계별 번역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멕시코
멕시코의 Cognitive Lab은 13번의 워크샵(메기 6번, 호수에서 강으로 7번)을 통해 수
행되었다. 멕시코의 담당자들은 수행 과제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멕시코의 Cognitive Lab 수행 결과 정치적 통치 방식(governance)과 신뢰도의 문제가
중요한 측면으로 지적되었다.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정치적 신뢰성이 낮다
고 평가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루어질 참가국 간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사항들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총 10명의 학생들로 Cognitive Workshop을 수행하였는데, 큰 문제없이
의도했던 대로 잘 치렀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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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은 AHELO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험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지난 4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OECD AHELO 국가전문가회의에
서 논의되었고, 일반핵심능력 영역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국 내에서 내용상의 커다란 문
제나 오류에 관한 지적은 없었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표현과 형식상의 문제점이 우리
나라, 핀란드, 노르웨이 국가대표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참가국이 지적된 문제점들은 참
가국별로 평가도구 개발 기관인 CAE에 보고되었고 그 내용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정되었다. 아래의 수정 사항들은 모든 참가국에 다시 보고 되어 그 변경 사
항이 각국의 수행과제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표 Ⅲ-5> CAE 차원에서의 평가도구 수정사항
수행과제

수정사항

■ 메기(Catfish)

- 수행과제 지시사항의 질문 4군데에 걸쳐 언급된 “reasonable”
이라는 표현이 삭제됨. 참가국들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서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음.
- 질문의 두 번째 단락의 답안 작성 기준과 관련 서술형으로 제
시 되었던 것을 보다 명확한 전달을 위해 bullet point로 바
꿈.
- 제시된 자료의 날짜, 타이틀을 바꿈.
- 지도상의 지명 표기를 함.

■ 호수에서 강으로 (Lake-to-river)

- 위 메기수행과제에서 언급된 답안 작성 기준과 설명부분 수정
과 동일함.
- 날짜의 수정
- near future라는 어구가 삭제됨.

라. 서술형 평가도구의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OECD AHELO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 내용
과 측정 구인의 관련성을 질적인 접근법을 이용하여 검토하기 위해 측정･평가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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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초빙하여 수행과제 2종(Lake-to-river; Catfish)의 내용적 적합성을 판단하
였다. 다음으로, 수행과제가 평가하고자하는 대학생의 학습성과 영역에 대한 검토를 통
해 측정 구인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일반핵심능력 영역이 특정 전공
지식을 묻는 전공 영역이 아니고 일반적인 대학생의 특정영역 (비판적 사고력, 분석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판단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PIAAC 연구나 대학생 직업개발
능력 평가와 같이 비슷한 성격의 평가도구개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지측정 및 평가,
내용상의 전문가를 통해 측정구인에 대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아래 표에 언급된 바와 같이 AHELO 사업 수행과제의 특성 및 장점으로 전문가들은
평가도구의 문제 공간(Problem-space)이 폭넓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시험문제에 제
시된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 선택에서부터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다층적인 평가도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만 주고 해결을 요구하지만 AHELO 수행과제의 경우는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동시에 주어 다양한 문제조직 능력부터 해결능력까지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특성은 성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같은 OECD의 PIAAC과도 차별되는
특성이다. PIAAC 역시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요구하
는 능력은 컴퓨터 파일 관리, 메일박스의 관리와 같은 실제적이고, 단순한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답안 형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PIAAC이 객관식 혹은 OX형식인데 반해 이 수행과제는 주관식으로 답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타의 일반적인 문제해결 능력 평가도구와는 차별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표 Ⅲ-6> 수행과제 전문가 검토 결과
구분

■ 측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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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종합
분석능력:
•제시된 정보의 평가, 비교, 분석이 요구 됨.
논리적 사고력:
•정보의 단순 분석을 넘어서 정보의 평가와 배열을 통한 자기 주장 전개 능력이 요구
됨.
문제해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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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견 종합
•전문적인 영역의 정보와 지식을 제시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 선별 능력과 활용
능력 등이 요구됨.
•단순한 정보의 비판을 넘어서 정보의 질 평가 및 이에 대한 반론까지 제기해야 함으
로 비판적사고력 보다는 상위 개념의 영역 평가. 즉 정보비판, 평가 분석 등이 포함
된 종합적 사고력 측정.
글쓰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글쓰기 능력 평가

■ 특성 및 장점

폭넓은 Problem-Space:
•수행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제시된 정보가 다양하고 풍부함.
* 아래 설명 참조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문제해결 능력 측정: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다른 평가도구에 비해 폭넓고 높은 수준의 능력 측정.
•기존의 비슷한 영역 평가와는 다른 차별적인 평가방식

■ 문화적 편향성

-관련주제의 문화적 편향성:
•국내 주요 시사 관심사와 연관성이 있기도 하여 수행과제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낯설
음은 문제되지 않을 듯함.
평가형식의 특수성:
•평가결과는 문화가 아닌 역량과 관련된 문제이나 이러한 주관식 논술형태의 평가방
식에 국내 대학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

표집샘플의 전공배경 다양화 필요
•객관식 평가에 익숙한 전공의 학생보다는 글쓰기를 통해 논리를 펴는 평가방식에 익
숙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음.
인지적 부담이 많은 시험
■ 국내 평가 시 •학생들이 시험에 임하는 열의 또한 학교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고려 사항
•전공 간 편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표집에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인지적 부담이 높은 시험
•학생들이 성의를 다해서 테스트에 임하지 않을 경우 평가도구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음.
■ 과업내용과
교수법의
연관성

•문제해결능력이나 토론 등 전통적 강의방식의 수업이 아닌 혁신적 수업방식에 노출
된 학생이 더 높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들의 평가도구 검토를 통한 타당도 검증에서는 1) 측정영역, 2) 문화적 편향성,
3) 국내평가 실시 시 예상되는 문제점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 4) 평가도구의 특성 혹은
장점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두 종의 수행과제(Lake-to-river와
Catfish)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행과제라는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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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포맷의 특성 때문에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을 경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 사항은 참여국 사업담당
자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CAE와 다른 참여국 내에서 논의되고 조정되어야 할 과
제이다.

4. 서술형 평가도구의 채점기준 개발 및 타당화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는 크게 서술형 수행과제, 객관
식 시험문제, 그리고 배경요인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형 수행과제는 실제 상황과
비슷한 가상 시나리오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주어진 자료들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형 주관식 평
가에 객관성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는 채점기준의 기본 내용이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정교하고 국내 상황에 적절한 타당화 작업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일반핵심능력 영역 참가국에 배포된 채점기준표는 평가도구인 수행과제를
개발한 미국 CAE에서 준비된 것으로 채점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답안 채
점 시 고려해야 하는 평가 척도와 그 내용정도만이 실려 있었다. 이 채점기준표에는 분
석적 추론과 평가, 문제해결 능력, 효과적인 글쓰기, 글쓰기 기법 의 네 가지 영역으로
평가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들 채점 영역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소
개하는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인 채점의 기준과 배당 점수가 기술되어 있지만 평가실행
에 앞서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용만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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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수행과제 채점 기준의 영역과 내용
채점 영역

분석적 추론과 평가

내용
정보의 내용과 질, 특성의 해석, 분석 및 평가 능력
- 문제에 적합한 정보 파악
- 연계된 정보나 상충되는 정보 탐색 및 추출
- 논리상의 오류와 의심스러운 가정을 제시
- 정보의 신뢰성 및 가치 평가

문제 해결 능력

정보를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거나 필요한 조치제시 등의 문제 해결 능력
- 타당한 논거와 사례로부터 도출
- 결정된 사항이 갖는 의미를 고려 적절한 추가 조사 제안

효과적 글쓰기

일관성있고 정리 된 논거 구성
- 답안작성자의 주장에 명료하고 효과적인 설명
- 예시 등을 통한 설득력 있는 글쓰기

글쓰기 기법*

표준법에 따른 글쓰기의 기술적 사항
-적절한 문법, 맞춤법, 표준어 사용 등

* 글쓰기 기법 영역은 10월 말에 채점영역에서 제외하기로 CAE에서 결정하여 참가국에 통보되었음.

위와 같은 채점기준표를 검토한 국내연구진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위에 제시된 4가지 영역 가운데 글쓰기 기법의 경우, 그 내용이 표준어 사용 및 문법과
적절한 단어 사용 등의 내용에 관한 평가 영역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 연구
진 사이에서는 글쓰기에서 문법이나 표준어 사용 등의 문제를 평가할 때 6개 척도로 세
분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즉 0점에서 5점을 기준으로 각 점수
당 학생 답안에서 보일 기술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채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4가지의 채점 척도와 그에 따른 배점기준에 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
고 일반적인 특징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채점자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점
기준표가 어느 정도 상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공동연구진 안에서도 모범답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지나치게 자세한 채점기준표는 채점에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의 시각차가 있었지만 CAE가 제시한 채점기준표로는 객관성을 최대한 부여한, 효율
적인 채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문제의 경우, 수행과제에서 제시한 정보의 판단과 취사와 관련된 문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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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 안에 제시된 각각의 자료가 지닌 정보의 오류나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는 상태
에서 피시험자가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채점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과제에서 제시된 각각의 정보에 대한 특성은 CAE에서
작성하여 일반핵심능력 영역 참가국에 송부한「학생답안의 특징」이라는 문서에 제시되
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채점기준표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채점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연구진이 지적한 위와 같은 문제점은 미국 CAE에 통보되었고, 이에 따라 글쓰
기 기법과 관련한 내용이나 점수의 구분은 국내에 적절한 방향으로 다시 설계하기로
2011년 초에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진이 지적한 글쓰기 기법 영역에 대한 채
점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다른 참가국에서도 제기되어 미국 CAE는 이 항목을 채
점영역에서 제외하기로 최근에 결정을 내렸다.
그 외 다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새롭게 재구성된 채점기준표를 검토해 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실행단계에서의 프로젝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호주의
ACER는 각 문제의 배점, 채점자 연수자료 등을 포함한 채점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여 12
월에 참가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자료에는 기존에 있었던 자료에 비해 보다 정교한
척도와 기준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국내 연구진은
국내의 주요시험의 논술문제 출제 위원이나 채점기준표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
로 서술형 답안지 채점기준안 검토를 실시하고 국내 대학생들의 논술과 같은 서술형 시
험을 치는 성향 등을 파악하여 채점기준표의 추가적인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려고 한다.

5. 객관식(다지선다형)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OECD AHELO 사업에서 도구개발, 검사설계, 번역, 채점 과정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기술자문단, TAG(Technical Advisory Group)은 2011년 4월에 개
최된 기술자문단 회의에서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는 수행과제를 이용한 서술형 시험
만이 아닌 다지선다형(Multiple-Choice Questions) 객관식 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서술형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학생들로 하여금 모두 치르게
하자는 계획은 AHELO사업 초기 단계까지 유지되다가 사업본부가 예기치 못한 예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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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을 겪으며 서술형 평가만을 시행하기로 축소되었었다. 하지만, 기술자문단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OECD 사업본부는 객관식 평가를 AHELO 사업의 타당성 평가 연구
실행에 포함되기로 다시 결정하였다. 객관식 시험의 결과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된 평가의 결과를 이해･분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 객관식(다지선다형) 평가도구의 구성과 내용
AHELO사업의 컨소시엄을 이끄는 호주의 ACER는 9월에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참가
국에게 객관식평가도구 2세트를 송부하고 참가국 별로 문제의 내용검토를 하도록 하였
다. 이들 문항들은 호주의 대표적 평가기관인 ACER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비판적 사고
력, 분석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측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항들 가운데 AHELO 사
업에 적합한 것들로 채택된 것으로, 10개 주제, 35문제로 구성된 기본문제와 3개 주제,
15문제로 이루어진 추가문제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의 선정기준을 ACER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국가나 언어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주제로서 제한적이거나 특수한 성격의 지식이 최
소화된 문항
- 정보처리 능력과 분석능력이 중심적으로 요구되는 문항
- 특정 국가나 문화 상황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는 문항
- 일반적 수준의 어휘 실력으로도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체계의 언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항
- 복잡한 번안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번역 수준에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문항
- 컴퓨터상의 시험 실행이 용이한 문항
- 학생들에게 본질적으로 의미 있고 흥미로운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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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문화적 배타성을 내포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제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평
가실행에 장애요소를 배제하는 등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문항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ACER는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구인설계에 있어서 구분되어 다루어지
기도 하지만 이들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가장 근본적이면서 일반적인 것들로 선정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평가에서 많이 다루어지
는 세부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판적 사고력의 경우, 문제의
사고나 견해에 대한 이해, 분석, 평가 등을 측정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문제해
결 능력은 정보 분석 및 처리, 적용, 그리고 이를 이용한 문제인식과 해결, 그리고 결정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식 평가도구를 이용한 평가에서
요구되는 피시험자의 능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Ⅲ-3] OECD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 객관식 평가도구의 평가 영역

OECD AHELO 일반핵심능력 영역 다지선다형 평가도구의 측정영역별 다루어진 주제
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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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제안본의 평가문항수와 측정영역
Unit

문제 수

평가주제 및 측정영역

1

3

실질적이며 절차상의 주제
물질개념에 대한 논리력

2

3

비즈니스 세계의 인간관계와 정치적인 양상의 주제
개념적이고 통합적 사고
높지 않은 수준의 언어 능력

3

3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높지 않은 수준의 언어 능력과 통합적 사고력

4

2

자연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주제
정보처리능력과 논리적 사고
복잡하지 않은 수준의 언어능력

5

4

생물학적 주제와 관련된 과학적 사고
실험분석력과 도표, 데이터의 해석능력

6

5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측면
논쟁스타일의 비판적 사고력

7

3

자연현상에 관한 논리와 도표이해 및 해석능력

8

5

일반적인 생물학적 개념
다른 수식에 관한 개념적 비교

9

3

실생활에 입각한 내용
물질개념에 대한 논리 전개력

10

4

읽기와 확고한 견해가 기술된 복잡한 텍스트의 해석능력

<표 Ⅲ-9> 추가본의 평가문항수와 측정영역
Unit

문제 수

평가주제 및 측정영역

1

5

논쟁적 요소가 강한 일반 사회 주제
논쟁스타일의 사고력

2

5

지구환경관련 주제
도표해석과 가치 평가

3

4

재정적 개념
수리 계산 능력

위 문항들은 ACER가 선정기준에서 설명한대로 일반적인 주제에 의한 문제들로 구성
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평가도구의 국내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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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았다. 다만, 국내 연구진에 의한 평가도구의 내용 검토 결과를 ACER에 송부하
기에 앞서 국내 대학생의 반응을 파악하고자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개조번역을 수행하였다.

나. 객관식 평가도구의 개조-번역
객관식 평가도구의 개조-번역 작업은 서술형 평가도구와 비교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
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관계로 서술형 평가도구 개발과정에서 택했던 번역절차와는 다른
[그림 Ⅲ-4]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OECD와 컨소시엄 리더인 호주 ACER에서 권고한 번안 절차는 먼저, ACER가 송부한
영어로 제작 된 평가도구를 가지고 국내에서 내용검토를 실시하고, ACER는 검토내용을
각 참가국으로부터 송부 받아 수정을 한 후에, 컨소시엄 차원에서 고용한 번역가과 번역
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cApStAn의 주관으로 번역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번역본
을 ACER가 송부해오면 참가국 내에서 다시 번역한 내용을 검토 수정하는 것으로서 객
관식 평가도구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서술형 평가도구인 수행과제 개
발에서 시행했던 번역절차보다 간소화된 것으로 번안에 기초가 되는 개조(adaptation)
작업과 조정번역 과정이 축소된 것이다.

다. 객관식 평가도구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객관식 평가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전문가를 통해 수행하였는데 평가도구의 난이
도, 평가도구의 내용, 그리고 형식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관한 사항이다. 전반적으로 선다형 문제의 수준이 15세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PISA 문제해결력 검사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쉬워 보인다는 지적을 하였다.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운 문제에서부터 어려워 보이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결과가 의도한 바인지는 모르나 지나치게 어렵
거나 쉬운 문제는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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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도구 내용의 경우 내용 자체가 대학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단
순한 추리력이나 IQ검사와 명확한 구분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있어서 사업의 타
당성을 검토를 위한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가치부가 측면의 대학생 학습성과
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대학 신입생과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을 동시에 평가하
여 이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평가
내용면에서 전공, 혹은 남성 편향성의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그래프나 차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경우 과학전공이 아니거나 여학생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
려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시험 문항의 대부분이 4지 선다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데 문제의 답을 모를 경우 피시험자가 4개중 하나를 골라잡아 평가의 변별력과 의미를
약화시킬 우려어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문항은 단답형의 문제로 형식
을 바꾸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그림 Ⅲ-4] AHELO 객관식 평가도구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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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객관식 평가도구의 Cognitive-labs 실시
국내 연구진은 객관식 평가도구에 대한 개조-번역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평가도구의
국내화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평가도구를 국내에서 번역을 한 후 이
를 바탕으로 1차 Cognitive-labs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시험 문제를 풀어 보게
한 후, 인터뷰를 통해 평가도구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한 것이다.
객관식평가도구를 이용한 cognitive-labs에 참여한 대학생은 서술형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선정하였다. 다양한 학생을 모집하여 평가도구에 대한 학생의 반응
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목적일 수 있지만, 내년(2012)에 실시하는 평가에서 참가학생은
서술형과 객관식 평가를 모두 치르게 된다는 점과, 비교분석적인 측면에서 두 시험에 대
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술형평가도구를 이용한 cognitive-labs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참여의사가 있는 학생 5명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식 평가도구의 경우 AHELO 컨소시엄 내 번역을 담당
하는 기관에서 번역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서술형 평가도구를 위한 Cognitive-labs
를 실시할 때와는 다르게 번역관련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에 의해 개념
파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사항은 추후 객관식 평가도구
번역 검토 시 유의하여 살펴보아 번역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것이다.

<표 Ⅲ-10> 객관식 평가도구 Cognitive-labs 결과 분석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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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결과

도출된 정보의 활용

문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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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항 채택이나 조사도구의 정교화 방안
시사점
- 채점 기준에 대한 시사점

시험 도구

- 유형의 친숙도: 조사도구의 형식(논술,
서술형식)
- 조사도구의 정교화 방안 시사점
- 난이도, 이해도
- 문제의 구성
- 번역 검토 시 주안점

Ⅲ.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개발 및 도구의 타당도 검증

1) 문제 내용: 측정영역 혹은 능력
평가도구의 본 객관식 시험 문제가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학생들은 분석력 논리사고력 언어이해 능력 등이라고 대답했다.
“이 문제는 분석능력, 논리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시험 같아요” (학생 H)
“언어이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I)

이러한 의견들은 호주 ACER가 객관식 평가도구의 측정영역으로 기술한 내용과 유사
한 것이다.

2) 문제 내용: 대학교육 혹은 경험과의 관련성
대학에서 받은 교육과 평가영역과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에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인
식의 차이를 보였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공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학생 J)
“중등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서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더 많이 강조하니까 분명
히 도움은 됐을 거에요. 그렇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학생 K)

위와 같은 반응은 일반핵심능력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특정 전공과 직접
적인 관련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에서 다루어진 주제에
따라 전공별 유리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문제에 따라 전공별 유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나 과학관련 문제는 이
과 쪽이 우수 할 것 같고, 지문이 많고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는
문과가 유리할 것 같고....”(학생 I)
“이과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제 생각에는 문과 쪽 수업의 경우는 아직까지
지식의 전달을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이과 쪽에서는 실험 등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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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것 같아서 ..... 분석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과 쪽 학생이 대학에서 받은 교
육이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학생 H)

두 번째 진술의 경우 처음에는 이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본 시험에서 더 유리할 것이
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분석력이나 논리적 사고력은 문과에서 강조하는 능력이
아니냐는 추가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이 위와 같이 이과계통의 전공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3) 문제 내용: 문화적 편향성
객관식 시험도구에서 보여진 문화적 편향성에 관한 질문에는 피 시험자 모두가 특정
지역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학생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보여 지는 질문은 없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들을 푸는데 한국학생이라서 더 불리할 것 같은 문제는 없었어요.”(학생 G)

위와 같은 결과는 호주 ACER가 주제의 보편성을 문항선정 근거의 하나로 포함시켰던
바와 같이 문화적 편향성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4) 시험도구: 조사도구의 형식
시험의 유형에 대한 반응은 아래와 같았다.

“서술형 문제에 비해 재미는 덜 했어요. 하지만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져서 더 흥미
롭고 저는 서술형 유형의 문제에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학생 H)
“정확한 답이 있어서 부담을 더 느꼈지만 유형은 익숙해서 이게 (객관식) 더 좋았어
요.”(학생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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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평가도구가 갖는 형식상의 특징은 국내 학생뿐 만 아니라 외국 학생 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 평가도구에 친숙함을 보이는 것은 예견된 반응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주관식 평가도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긴 호흡의 자료 분석과 평가
를 하면서 과제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피시험자들이 지루해 할 수 도 있다. 이와
는 상대적으로 총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객관식 평가가
학생들로부터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시험도구: 문제의 난이도/ 이해도
풀어본 50개의 문제 가운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 본 질문에서 참가자 5명이
제안본 5과의 문제와 추가본에서 2과의 문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저는 (추가본의 2과)의 문제가 모든 문제를 통 털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
생 G)
“저는 (추가본 2과) 너무 어려워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거의 찍다시피 했어요.”(학생 H)
“저는 alternative 문제의 .....(추가본 3과) 문제가 어려웠어요.”(학생 K)
“그래프가 나오는 세 과가 풀기 어려운 문제였어요.”(학생 I)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모두 그래프를 해석하여 답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으로 실험
분석력과 데이터 해석능력을 측정하려는 의도로 설계된 문항들이다. 이과와 문과 계열
전공 학생들이 공통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언급한 것으로 추론해 본다면 다른 문제
들에 비해 이들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것 일 수도 있지만, 각 문항에 대한 다른 참가국
의 학생 반응을 살펴서 국내 대학생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가장 쉽다고 느낀 문제는 읽기 능력과 관련 된 문항이거나 수리계산 능력
을 측정하는 문제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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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공이 그래서(회계학과) 그런지 계산문제가 쉬웠어요.” (학생 K)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기 쉬웠다는
반응을 보인 문제는 수리 계산 문제로 이 역시 전공영역과 상관 없이 비슷한 반응을 보
였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문제는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항의 난이도는 관심 깊게 보아야 할 사안이다.

6) 문제 형태: 구성과 제시 방식
제안본 3과의 문제는 시험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이 피시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 판단이 되었다.
“이 문제는 답을 위에서 고르라는 말인지 뭔지 헷갈렸어요.” (학생 G)
“차라리 보기를 문제마다 써주고 하나를 고르라고 하던지.....”(학생 J)

이 문제의 경우 3과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답안 4개가 있는 보기를 위에서 한 번
제시한 후 7번부터 9번까지의 답안을 위에서 고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5명 가운데 3명
의 학생이 문제가 제시된 후 답을 어디에서 골라야 하는 가의 문제로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다.

7) 번역 검토 시 주안점
시험도구 내용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아닌 어
휘나 표현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래와 같이 드러났다.
“치어문제는 그래프가 제공하는 정보가 모호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더라구요.” (학생 G)
“그룹을 이룬다”는 표현이 애매했어요.“ (학생 H)
“저도 “그룹을 이룬다”는 표현을 잘 모르겠더라구요.“(학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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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제는 자칫 국내 학생들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말
부터 12월까지 송부된 평가도구의 번역 검토를 수행할 때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들이다.

마. 객관식 평가도구의 내용 검토 결과
국내연구진은 전문가와 학생들로부터 도출한 객관식 평가도구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
이 정리하여 ACER에 송부하였다.

<표 Ⅲ-11> 객관식 평가도구의 내용 검토 내용
구분

객관식 평가도구 검토 내용

문항 내용

- 제 2과에 제시 된 답안의 옵션은 각각의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사회마다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일수도 있음. 이러한 양상은 전문
가에 의한 검토의견 뿐만 아니라 실제로 Cognitive-labs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도
드러났음.
- 제 3과에서 다루어진 주제가 일반적이고 시사성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개개인 지니고 있는 의견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은 답안 선택이 있을 수
있음.
- 추가본의 제 3과 문제가 풀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대부분 학생들로부터 나왔음. 문항
변별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항 형식

- 제 3과의 문제 제시 형식은 학생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각 문항마다 보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번역 관련 이슈

- 추가본의 3번 문제는 영어에서는 느낌이 다른 두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했을 경우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음.
- 제안본 제 5과 12번 문제의 경우 번역을 수행함 에 있어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특정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밑줄 친 사항은 기밀사항인 관계로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

위와 같이 Cognitive-labs 실시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얻어진 내
용 등은 평가도구의 정교화 작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들로 향후 번역 검토 수행 작
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이와 함께, 11월 말에 있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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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문가 회의 및 채점자 워크숍 등을 통해서 국내 학생의 반응과 의견을 개진하고 다
른 참가국의 반응을 살펴서 평가실행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6. 평가도구의 타당화 관련 쟁점사항 및 시사점
위에서 언급한 채점기준표에서 드러난 고려사항과는 별도로 11월 하순에 있을 국제회
의 등을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이 연구과정에서 나타났다. 평가도구의
타당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cognitive-labs에서 발견된 내용은 비록 소규모의 학생을 대
상으로 시범적 평가를 했지만 국내학생들이 이러한 유형의 평가에서 특정한 경향을 보
여주었기에 그 내용을 OECD 회의에서 논의하고 평가도구를 인터넷 플랫폼에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과제에서 제시된 자료의 활용문제이다. 수행과제의 지시사항에서는 피시험
자가 모든 자료를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채점기준표 역시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활용
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지만, Cognitivelabs에 참가했던 국내 학생들의 경우 다수가 특정 자료를 배제하거나 제시된 자료의 일
부만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논리
를 펴는데 효과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 치우쳐서 다른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
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 그 사실을 비판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 자료를
답안작성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시험자는 채점기준표에 따른 최
고점수를 받기에는 부족하므로, 평가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위와 관련하여, 둘째, 국내 대학생의 경우 수행과제에서 제시된 자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신문기사 내용이나 예측자료로써 제시된 차트 등은 검증된 사실일
것이라는 가정을 미리 하고 있고 개인이나 조직의 의도에 의해 그 내용이나 해석이 왜곡
될 수 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비판이 부족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멕시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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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나 정부의 문서는 무조건 불신하는 사회풍조가 강하게 있어 그런 문화적인 특징
에 영향을 받은 답안작성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객관식 평가도구와 관련 된 사항으로 앞에서 언급한 번역 검토 시 주의해
야 할 사항 외에도 국내 대학생들이 그래프나 도표가 포함된 문제에서 취약함을 보인다
는 사실이다. 객관식 평가도구에서 총 50문제 중 13문제가 그래프 분석과 관련된 문항
이었는데, 비록 5명이라는 적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답을 고른 학생이 매우 적었다. 이 들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경우인지, 국내 학생들이
시험 경향이 그래프가 포함 된 부분에서 약하게 드러나는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국가적 특징과 차별성을 참가국의 연구진과 OECD 사업본부와 평가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ACER 등의 담당자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사항들을 어떻게
채점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1) 자료
의 활용 관련 채점사항에 반영하여 채점기준표를 수정할 것인지, 혹은 2) 피시험자가 정
보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제시된 모든 자료는 언급되
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시사항에 강조하여 포함할 것인지 등의 개선방안 모색
을 위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화면 배치와 문제 제시 형식에 관련, 서술식과 객관식 평가도구의 읽기
자료를 피시험자가 컴퓨터 상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객관식
평가도구의 번역과정이 서술식에 비해 단순화 되었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시되는 텍스트
의 윤문작업과 내용의 모호함을 배제하는 노력을 평가도구 개발이 완료되는 12월 말까
지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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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배경요인 영역 평가도구 개발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Ⅲ): 평가영역별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OECD AHELO 사업의 획기성 중 하나는 소위 형성평가적(formative assessment) 지
향성과 총괄평가적(summative assessment) 특성을 통합하려고 시도한 점이다. 배경요
인 영역에서의 정보 수집과 분석은 AHELO 사업이 역점을 두고 있는 형성평가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다. 대학교육의 결과로서 축적된 대학생 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생의 학습 경험과 대학의 교육 환경에 대한 실증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과 해법
을 모색하는 것이다. 배경요인 영역은 바로 이를 가능케 하는 평가영역이다.
4장의 핵심 내용은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과정과 개발된 평가도구에 관한 사항이
다. AHELO 사업에서 사용할 평가도구의 개발 주체는 참여국의 동의하에 OECD 사업본
부가 계약을 체결한 평가영역별 평가사업자이다. 배경요인 영역 역시 해당 평가사업자
가 평가도구 개발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평가도구 개발에서 참여국 역할이 다소 제한적
이었던 일반핵심능력 및 전공능력 영역과는 달리 배경요인 영역의 경우, 참여국 사업팀
은 평가도구 개발 과정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받았다. 그 결과, 배경요인 설문조사도구
최종안 설계에 각국의 검토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정을 4장에서 소개하고
자 한다.
배경요인 영역 평가도구 개발을 다룬 4장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1절에서는 배경요인 영역을 AHELO 평가영역으로 구성, 동 영역에서 조사･분석을 수
행할 필요성을 실제적, 기술적, 실천적 측면에서 짚어보았다. 2절에서는 배경요인 조사
도구 개발을 위한 문헌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배경요인 평가사업자에 따르면, 5개 영
역별 기존 평가도구 사례가 배경요인 분석 틀과 조사도구 초안 개발에 활용되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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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평가사업자 측이 참고했다고 밝힌 기존 평가도구 관련 사례 중 일부를 선별,
이를 2절에서 개관하여 보았다. 3절에서는 배경요인, 특히 학생 설문조사도구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국내 관련 선행연구 및 평가도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설문조사도
구 문항 구성을 검토하고 대학생 학습경험과 학습성과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개
관하여 이를 각국 사업팀에게 요구된 배경요인 선정 및 검토 과정에 활용하였다. 마지막
으로 4절에서는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과정과 2011년 11월 현재까지 수행된 작업 결
과 일부를 제시하였다.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작업 중 특히 고등교육 학습성과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핵심 요인 및 지표 선정 과정과 결과, 설문조사도구 설계 및 번역 과정
등으로 4절을 구성하였다.

1. 배경요인 영역의 필요성 및 의의
OECD AHELO 사업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을
직접 테스트하여 대학교육의 결과로서 대학생들이 획득한 학습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
한다는 점, ② 이러한 실질적인 학습성과 평가를 국제적으로 실시한다는 점, ③ 대학의
핵심 활동인 교수-학습의 질과 적합성에 대한 실증정보를 토대로 대학에 컨설팅을 제
공, 기존 대학순위평가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교수-학습 개선
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일반핵심능력, 공학 및 경제학 등 전공능력 영역과는 달
리 배경요인 영역에서는 대학생들의 인지적 역량을 직접 테스트하지 않는다. 배경요인
영역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대학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정보를 설문조사 방식으
로 수집한다. 배경요인 영역에서 수집된 정보는 테스트 결과와 연계되어 대학생 학습성
과 평가결과의 의미와 대학교육 실제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 작업은 직접적인 대학생 테스트 결과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고 활용하
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OECD에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고등교
육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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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못지않게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자체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설명해 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시켜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
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히 대학 쪽에서 더욱 강하게 요청되었다. 고등교육 학
습성과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산출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대학교육의 질에 대
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교육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선택을 돕는 데 있다. 하지만
개별 대학이 더욱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것 또
한 학습성과 평가 사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산출 요인뿐만이 아니라 산출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투입과 과정 요인에 대한 정보 수
집과 분석이 중요하다. 즉, 학습성과 평가결과 자체도 중요한 정보이지만 평가결과를 설
명하는 학생의 학업준비 수준을 포함한 대학 입학 전 개인적 특성, 대학에서의 학습 활
동,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 체제 등에 대한 정보도 매우 중요
하다.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평가영역 중 하나인 배경요인 영역은 이처럼 일
반핵심능력 영역이나 전공능력 영역에서의 평가결과를 이해하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대학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영
역이다.
배경요인 영역을 OECD AHELO의 평가영역으로 구성, 동 영역에서 조사 및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Ewell, 2009).
첫째, 대학생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참여대학 간 비교를 할 때,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
해서 배경요인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대학은 학습 환경이나 기회뿐만이 아니라 조
직적 여건과 특성, 교육을 제공하는 학생층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더 나아가 국
제평가인 AHELO 사업 참여대학들은 각국의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에 따라 엄청난 차별
성을 지닌다. 이러한 차이점들 중 상당수가 대학생 학습성과와 상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 이 상황에서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연관된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
을 비교한다면, 이는 사과와 배를 놓고 우열을 가리는 형국이 되며 종국에는 기존의 맹
목적인 대학순위평가로 귀결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간 비교를 통해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배경 정보 수집을 피할 수 없다. 배경요인 정보 없이 대학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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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을 시도할 경우, 투입 또는 환경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지만 대학생 테스트 결
과가 매우 다른 경우 또는 그 반대로 학습성과 결과는 비슷하지만 투입 또는 환경 특성
이 매우 상이한 경우와 같이 결과 해석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학과 정부가 교수-학습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배경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수불가결하다. 정책 관계자들과 대학 행정가들은 대학생들
의 학습성과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 요인의 실체를 파악하여 문
제점을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도출한다면 정책 관계자들과 대학 행정가들은 합리적이고 적
절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 연구에 근거한 학
습성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제시한 바를 따르는 것이 AHELO 사
업이 추구하는 주된 목표이다.
셋째, 통계분석과 관련한 기술적인 이유로 배경요인 정보가 필요하다. 배경요인에 대
한 정보는 데이터 클리닝과 측정 점수 산출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컨대, 학생 또는 프로
그램이 지닌 일정한 특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결과의 타당성을 분석하려고 할 경우, 또는
특정 그룹이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편파적인 인지능력 평가 문항을 파악해 내고자
할 경우 등이 바로 기술적 이유로 배경요인 정보가 필요한 사례이다. PISA나 PIAAC처
럼 OECD의 기수행 국제평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입과 환경 요인에 관한
정보가 이러한 통계 기술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AHELO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대학과 교수 집단은 배경요인 영역
을 AHELO의 핵심적인 구성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
었다. AHELO 사업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일련의
회의(OECD, 2009, OECD 2011)에서 대학관계자들은 상황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테스트 결과만을 공개할 경우,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는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획일적인 대학 줄 세우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였다.
요약하면, 배경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은 OECD AHELO 결과의 대학 간 비교
를 공정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총괄평가 대신 형성평가로서 활용하기 위해, 마지막
으로 문제점 진단에서 문제에 대한 처치로의 진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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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배경요인 영역의 필요성, 구조 및 활용

2. 배경요인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문헌 분석
배경요인 영역에서 수집될 정보는 학생, 교수 등 개인 수준과 대학 기관 수준, 더 나
아가 국가 수준의 정보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각 차원의 정보 수집을 위해 배
경요인 영역의 도구개발을 주관하는 평가사업자는 학생설문조사, 교수설문조사, 기관설
문조사 등 총 3종의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3개의 설문조사도구와 더불
어 각국 고등교육의 체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군의 지표가 배경요인에 관한 데이터 수
집의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다. 학생, 교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구 개발과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선정에 이론적, 실제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문헌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절에서는 배경요인 분석 틀 및 조사도구 개발에
활용된 기존 대학평가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배경요인 평가사업자인 ACER는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기존 대학평가도구 사례를 다섯 개 유형
으로 분류하여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이들 중 한국에 특별한 시사점
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주요 평가도구를 선별,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이 절
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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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요인 조사도구의 설계는 기존 조사도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토
대로 이루어졌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배경요인 조사도구 개
발을 위해 검토한 기존 조사도구는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OECD, 2011,
Contextual Dimension Framework).
첫 번째 유형의 조사도구는 국제비교평가에 사용된 도구로, 증등학교 수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와 TIMSS 그리고 성인 역량 평가인 PIAAC 등이 대표적인 예
이다. 이들 국제평가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아니다. 하지만 이들 평가
역시 테스트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AHELO의 배경요인
영역에 해당하는 조사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동 영역의 조사도구 검토가 AHELO의 배경
요인 조사도구 설계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유형의 조사도구는 각국 고등교육 체제 수준의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도구이
다.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미국 고등교육 통계 시스템인
IPEDS(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호주의 HEIMS(Higher
Edu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핀란드의 대학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KOTA이다.
세 번째 유형의 조사도구는 대학 간 비교를 목적으로 대학생들의 특성과 교육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도구이다. 이 유형에 속한 대표적인 조사도구로는 미국 인디
애나 대학 고등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독일 고등교육 연구소가 개발한 CHE College Ranking, 일본 도교 대학이 미국 UCLA
와 협력하여 개발한 JCIRP(Japanese Cooperative Institutional Research Program),
유럽 연합이 주관하는 (REFLEX) 등이 있다.
네 번째 유형의 도구는 고등교육 기관 유형 분류에 사용되는 도구이다. AHELO 연구
팀이 검토한 고등교육 기관 유형 분류 도구 중에는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카네기 대학
유형 분류 그리고 유럽 역내 고등교육 기관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U-MAP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의 도구는 세계대학순위평가 도구이다. 상하이 교통대가 주관하는 세
계대학평가, Times의 세계대학순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검토되었다. 이밖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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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중점을 둔 대학평가를 표방한 유럽대학평가인 U-Multirank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하에서는 AHELO 배경요인 영역 평가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배경요인
영역 평가사업자가 제시한 검토 목록을 토대로 주목할 만한 배경요인 영역 조사도구를
선정하여 조사내용, 특징 등을 간략하게 개관하였다6).

가. 국제비교평가 도구 사례
1) The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74개국이 참여하는 PISA는 각 참여국별로 무선표집한 만 15세 학습자 4,500
명~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사업이다. PISA 배경요인 조사도구
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학습자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배경적 정보
를 수집한다. PISA의 배경요인 정보는 교육 체제, 학교, 학부모, 학생 등 4개 차원에서
수집되며, 교육 역할자별 정보가 수집된다. 학생들의 가족 배경 및 교육 환경, 학교생
활, 교육내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배경요인 정보는 학생과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30분가량 소요되는 설문 조사를 통
하여 수집되었으며, 국내외 교육통계 데이타베이스 또한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되었다
(OECD 2009: 16-7). 교육 제도 수준의 대부분 정보는 다양한 결과 분석 및 국제비교
목적으로 국가･국제 교육통계 데이타베이스에서 수집되었다. 이는 국가의 재산 및 수입,
교사의 지위, 정책 결정 수준 및 학생 성적에 대한 교사 책임 형태 등을 포함한다.

6) 이하에 제시된 내용은 배경요인 영역 도구개발자인 컨소시엄이 밝힌 검토 대상 조사도구 리스트를 참고
하여 각 조사도구에 대한 정보를 본 연구의 연구진이 수집,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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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OECD PISA 설문조사 배경요인 개념 틀
내용
Ⅰ. 학생 및 가족 배경

경제, 사회 및 문화 자본

Ⅱ. 학생 생활

학습태도, 교내 생활 및 생활 태도, 가정환경

Ⅲ. 학교 현황

인적･물적 자원의 질, 공공･민간 통제 및 재정 지원, 의사결정 절차, 교원
관리, 교과중심 활동 및 교과 외 활동

Ⅳ. 교수 내용

행정 구조 및 형태, 학급규모, 학교 및 학급 분위기, 읽기 학습

Ⅴ. 학습 및 지도 사항

학생의 관심사, 학습동기 유발, 학습 참여 유도

<표 Ⅳ-2> OECD PISA 수준별 배경요인 개념 틀
내용
체제 수준

기관 수준

국가 재산

학교/기관의 지도부
학생구성

교사에 대한 전반적 현황

교과과정 외 활동

의사결정 기준

학교 및 학급 규모

공립･사립학교

교사 자질

이주/이민 상황

학습 스타일

교수 및 학습 지원
학습 기회

책임/의무 형태

사회･경제적 배경

교과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사회 불균등

개인 수준

학습 태도 및 읽기 학습

학급 환경

PISA 연구는 탄탄한 체계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해 실행되어오면서 기관수
준의 교육에서 나타난 중요한 배경적 변인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국제 평가로써 자리매
김 하였다. 이러한 PISA 체계는 AHELO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긴 하나, 각각의
고등교육 기관에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다양성은 AHELO의 기관 수준의 배경적 데이터
수집이 시급함을 알린다. <표 Ⅳ-1>과 <표 Ⅳ-2>는 PISA의 설문조사 및 수준별 배경요
인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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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성인역량조사 (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은 성인의 학습 능력 및 역량을 국제수준에서 평가 및 비교하는 조사이다. 참
여국의 16~65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 환경을 포함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기술 활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PIAAC의 목적은 다음의 역량 공급 및 수요를 해결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다:

- 개인 및 국가별로 개인과 사회적 성공에 발판이 되는 역량을 파악 및 측정
- 이러한 역량이 사회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및 집단 수준에서 평가
- 필요 역량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제도 평가
- 역량 증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석 기초자료 수집
PIAAC 설문조사는 직무환경에서의 문해력, 수리력 및 정보통신 활용 역량 측정 테스
트를 통해 실행된다. PIAAC에서 정의한 문해력, 수리력, 정보통신 활용 능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문해력: 사회 참여 및 목표 달성, 지식과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문자로 작성된 것
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며 이에 참여하는 능력
- 수리력: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적 요구를 모색하고 다루기
위해 수학적 정보 및 사고에 접근하고 사용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능력
- 정보통신 활용 능력: 정보를 습득하고 평가하며, 다른 이들과의 의사소통 및 실질
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 통신 도구, 네트워크의 활용력(OECD
Working Paper, 2009).
PIAAC의 배경요인 정보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및 교육 활동, 고용 특성 등을 포함한
다(Kuwan & Larsson, 2008: 66-67). PIAAC은 AHELO와 표집 대상이 비슷한 연령대
인 것을 감안할 때 깊은 연계성을 갖는다. 아래의 <표 Ⅳ-3>에서는 PIAAC의 배경요인
개념 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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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OECD PIAAC 배경요인 개념 틀
영역

지표

Ⅰ. 인구통계학 정보

성별, 생년월일, 현주거지 거주년수, 국적, 도시화정도, 가구 내 동거자 수

Ⅱ. 교육

최종 학력 및 교육과정 이수, 최종 학력 전공분야 및 교육과정 이수 분야

Ⅲ. 고용

현재 고용 형태, 전문직/직종, 경제섹터, 경제활동, 직업의 영속성, 전일
제/비전일제 구분, 직업 현재 두 개 이상의 직업 유무, 실제소득

나. 국가 또는 국제 차원의 교육체제비교 정보
1)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는 매년 9월 중순에 각 국가들의 교육현황을 비교하는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를 발표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들의 교육
현황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자국의 교육현황에 대
한 상황을 점검하고 더욱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OECD 교육지표는 비교 가능한 최신 지표들을 풍부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합의한 현재 교육 상황의 국제적 측정 방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지표들은 교육에 투
자된 인적･재정적 자원, 교육체제가 운영되고 발전되는 방식, 교육투자를 통한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주제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책적 맥락과 자료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OECD 교육지표에는 교육체제 내 관련 요소와 해당 지표에서 언급하는 교육의 성과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따라 분류를 담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교육 성과와 교육 기회에서의 평등, 자원관리의 적절성, 효과성에 관한
지표들과 관련된 정책적 쟁점들을 규명하고,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범주를 사용하여
교육 성과와 교육 여건의 질을 분류하고 있다.

2) IPEDS(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IPEDS는 통합 고등교육 데이터 시스템으로 미국 국립교육센터(NCES)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상호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교육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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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등교육법령 수정 1965조에 의거 모든 대학의 학생 수, 프로그램, 졸업률, 교원 수
및 재정, 수업료와 학생재정지원을 신고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
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College Navigator및 대학검색 웹
사이트를 통해 연구자와 다른 IPEDS 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PEDS는 학생들의 등록, 직원, 대학의 수업료 및 학위수여정도에 대한 필요 데이터
제공뿐만이 아니라 변화 추이 및 동향을 분석한다. 미국 의회, 연방기관, 주정부, 교육
기관, 전문협회, 민간기업, 미디어, 학생과 학부모 및 다른 고등교육기관들은 IPEDS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IPEDS에서는 전국 고등교육 재학생 보조 연구 및 고등교
원에 대한 국가조사 등 다른 NCES 고등설문조사에 대한 기관 샘플링 프레임을 형성하
고 있다.
매년 6,700개 이상의 기관이 매년 IPEDS 설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구대학,
국립대학, 민간 종교 및 교양대학, 비영리기관, 지역사회 및 기술대학, 미용대학과 같은
비학위 부여기관 및 기타 기관들을 포함한다.
IPEDS에서 수집하는 내용은 1) 기관특성, 2) 수업료, 3) 학생 등록 수, 4) 학생재정지
원, 5) 학위 및 자격수여, 6) 학생 지속성과 성공, 7) 기관의 인적 재정적 자원의 7개 분
야에서 미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ollege
Navigator나 기관 이름을 통한 검색을 활용할 수 있다. College Navigator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Ⅳ-4> College Navigator 제공 정보 구성
일반 개요
및 재학생 등록

대학교육비용 및
학자금 정보

입학정보

학교정보

학생 서비스

* 최근 3년간 학비
변화추이
* 입학지원
(학비 및 학생생
및 방법
활비 증감 추이
제공)

- 보충교육 관련
서비스(Remedia
비용 * 학위 과정/학과
l Service)
별 인원수
- 학습 및 진로 지
도 서비스
고용 정보
- 전일제/시간제 등
* 지원자 수, 합격
졸업자
진로 정보
록학생 비율
* 학비 지원 프로
* 학과별 제공 학
자 수(수 및 비
- 기혼자 학생 가
- 성별/인종별 학생
그램 및 수혜율
위과정
율 제공)
족 지원 서비스
비율
- 카네기 분류를 이
용한 대학 유형
- 정부지원 방법
- 신입생 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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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요
및 재학생 등록

대학교육비용 및
학자금 정보

* 학비지원 프로그
램 종류별 수혜
수학기간별(4년/5년
비율
/6년),성별(6년 수학
시), 인종별 졸업률
* 학비지원 프로그
램 종류별 평균
수혜액

입학정보

학교정보

학생 서비스

* 입학 자격 요건 * 학과별 연계 교
- 고등학교 평량
육과정 제시
평균, 석차, 각
* 대학 스포츠팀
종 기록
관련 정보
- 기타 학생의 역
량 관련 공식
정보
* 기관 및 학문 프
- 수학능력시험
로그램 인증 관
성적
련 정보,
(SAT/ACT)

3) HEIMS(The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Managements System)
2003년 호주는 고등교육지원법안(HESA)에 의거, 고등교육기관은 총리와 모든 학생
들에게 고등교육 학생지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였다.
HEIMS는 학교 수준 데이터로 국가에서 제공되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행정적인 목
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정보에는 특성, 인구통계학적, 교육적 요소들을 닮고 있으며, 장
학금이나 학생 수, 대학에서 졸업한 이후의 성과 등에 대한 정보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HEIMS는 학교수준에서의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학교수준의 데이터
제공을 통해 호주 고등교육의 맥락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HEIMS는 단순히 대학교육에만 국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대학, 그리
고 기업에까지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VET교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다. 대학 간 비교 정보
1) NSSE
NSSE는 매년 진행되는 학생설문조사로 교육기관의 학습과 개인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과 활동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 수백 개 4년제 대학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와 어떻게 수업들이 진행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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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E는 추가적으로 학교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교에 재학 중
인 학생과 타 대학 학생들 간의 만족 및 성과에 대해 비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년
11월 NSSE는 연간보고서를 출간하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의 참여 결과에 대한 연구 및
동향을 담고 있다. 또한 NSSE의 연구원들은 일 년 내내 조사에 따른 연구결과를 게시
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좋은 사례(good practices)’를 찾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학부교
육에 좋은 사례 찾기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은 학생들의 행동을 통해
반영되며 대학의 성과와 관련된다. 즉, 설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에 대한 질문
을 하고 이를 학교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에 적용시키게 하는데 있다. 물론 NSSE 조사에
서는 학생이 직접 개인의 학습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항목은 없지만, 학교 조사를 통해
대학의 학습성과를 대학의 효과로 평가하며 이는 학생의 평가와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2000년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1,400개 이상의 대학이 이 NSSE 조
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조사를 시행
하고 있다.
NSSE는 4년제 대학생으로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이외에도 2년제 대학생설문조사,
대학교수 설문조사, 법학전문대학원 설문조사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학생 학습참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CHE College Ranking
과거 독일의 대학 연구 시스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수많은 연구와 언론 기사
에서 독일 대학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발전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
으로 CHE-Ranking이 시작되었다.
대학발전센터(CHE: Centrum fur Hochschulentwicklung)는 대학과 관련된 각종 연
구 및 조사, 통계, 분석, 출판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이며 RTL 방송으로 유명
한 베텔스만 재단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CHE는 1994년 베텔스만재단과 대학총장협의
회(HRK)에서 공동 결성한 단체로 대학순위검색은 Die Zeit를 통해 제공된다. 대학순위
자료는 여타 다른 국제대학순위 자료와 다른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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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체 순위가 아닌 전공별 순위이라는 점, 2) 평가기준을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
록 한 것, 3) 단순한 순위가 아닌 분포를 볼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이 밖에도 2005년
부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대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전공별로 3년에 한번씩 평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공별 우수대학리스트는 경우에 따라 전문대학(FH) 및 사립대학
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1) 일반적인 학업환경, 2) 학생관리(상담 등), 3) 도서관
환경, 4)방법론교육, 5) 연구비, 6) 교수진명성 등이다.
여타 다른 대학순위와는 달리 포괄적이고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며 획일적인 대학순위
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신뢰받는 대학순위정보라고 할 수 있다.
CHE에서 제공하는 대학순위는 Focus 자료 같은 일목요연한 대학랭킹이 아니라 학과
별로 검색을 할 경우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는 등의 세 가지 점수를 학과별, 평가 종목
별로 보여준다.

3) CIRP
Cooperative Institutional Research Program(CIRP) Survey는 미국 UCLA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HERI)에서 주관하는 대규모의 학생설문조사이다. 이 조
사는 앞서 소개한 NSSE와 함께 2006년 9월 미 교육부 장관의 특별보고서(A Test of
Leadership: Charting the Future of U.S. Higher Education)에서 주목할 만한 고등
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CIRP는 1966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1,900대학에서 13,000,000명의 대학생들과 교수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왔다. 이 설문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을 분석하고 학생의 리더십 개발, 학생-교수 간의 상호작용 등 대학교육의 다양
한 사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CIRP는 대학교 1학년생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1학년의 경우 1)고등학교 때 생활,
2)대학진학 준비, 3)입학결정, 4)대학에 대한 기대, 5)동료 및 교수와의 상호교섭, 6)학
생의 가치관과 목표, 7)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기질), 8)대학 재정에 대한 우려를 그
조사항목으로 하고 있다. 대학 4학년은 1)학업성취 및 고용, 2)인지 및 정서발달, 3)학
생의 가치관, 태도 및 목표, 4)대학생활 경험의 만족도, 5)학위포부 및 직업계획, 6)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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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진학 계획을 설문내용에 포함한다.
CIRP Survey는 대학생을 이해하고 학습 및 연구개발과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CIRP는 개인 배경, 고등학교 학습경험, 학
업준비수준, 대학선택과정, 가치와 신념,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하는 광범
위한 대학입학 전 정보와 대학에서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 만족도, 졸업 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대학교육의 효과성, 대학교육 실태 추이 분석 등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학술적 활용에 필요한 실증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CIRP Survey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연방정부, 주정부, 고등교육 지원 재단, 개인
연구자, 개별 대학 등이 수행하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되며 대학교육 실태추
이, 대학교육의 효과성, 대학입학과 학생선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학자체평가 및 책무
성 자료, 대학평가 및 대학교육 성과, 특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 활용된다.

4) REFLEX
유럽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취업(employment) 그리고 일(work)간의 관계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1998년 가을부터 2000년 봄까지 총 12개국(유럽 9개국, 스웨덴, 체
코, 일본)의 대학 졸업생 3,000명을 대상으로「고등교육기관 졸업 이후의 경력 조사 프
로젝트(CHEERS: Careers after Higher Education: a European Research Study)」
가 수행되었다.
REFLEX (Research into Employment and professional Flexibility: 고용 및 직업
유연성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CHEERS의 후속 프로젝트이다. REFLEX의 목적은 지식
사회에서 대학 졸업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구들을 고등교육기관
들이 충족하고 있는 가를 연구하는 데에 있다. 동 프로젝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CHEERS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Van der Velden et al., 2003).7). 첫째, CHEERS
프로젝트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정보, 통찰, 조사도구들을 기반으로 REFLEX에 관한 연구

7) Van der Velden, R, et al.(2003). The Flexible Professional in the Knowledge Society: New
Demands on Higher Education in Europe (Specific Targeted Research Project (STREP)
Proposal). http"//http://www.fdewb.unimaas.nl/roa/r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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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와 자료들이 개발되었다. 둘째, CHEERS 프로젝트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들이
REFLEX 정보체제 구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두 프로젝트의 결과가 비교될 수 있었다.
REFLEX 프로젝트는 유럽연합과 참여국들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2007
년까지 추진되었다. 기존의 CHEERS 프로젝트에 참여한 12개국 외에도 4개국(벨기에,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스위스)이 추가로 참여하였고, 네덜란드에 소재한 마스트리히트
대학(Maastricht University)의 ｢교육･노동시장 연구센터(Research Centre for Education
and the Labour Market)｣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였다. 16개국에 소재
한 대학생 중 1999/2000학년도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약 70,000명이 REFLE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동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REFLEX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서로 연관된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에 초
점을 두고 있다(Allen & Van der Velden, 2007):8) ① 지식사회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들(competencies)이 요구되는 가?
② 대학 졸업생들이 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는 데에 있어서 고등교육기관들
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③ 대학 졸업생들, 고등교육기관들, 고용주들, 기타
관계자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기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가? 이러한 질
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REFLEX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① 고등교육과 일(work)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구조
(structure) 및 대학의 기관적 요소에 대한 국가별 연구, ② 지식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
학 졸업생의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 ③ 참여국들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EFLEX 프로젝트는 고등교육의 다양한 영역들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으로 분석한 CHEERS 프로젝트의 결과
를 토대로, 지식 사회에서 대학 졸업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중점을 두면서 이와 관
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대학 졸업생, 고등교육기관, 고용주, 기타 관계자)을 분석하
려고 했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 Allen, J & Van der Velden, R.(2007). The Flexible Professional inthe Knowledge Society:
General Results of the REFLEX Project. from http://www.fdewb.unimaas.nl/roa/r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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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REFLEX 평가영역 및 설문내용
평가영역

설문내용

대학입학 전 교육배경

대학입학당시 교육자격 수준, 성적수준, 입학에 필요한 교육자격 획득 시
기, 총 교육기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입학하기 전에 참여한 활동
(취업 등), 대학입학전의 취업이나 수습근무 경험

고등교육과정

응답한 이수한 고등교육과정의 전공･기간･학위유형, 해외유학 유무, 유학
한 경우 기간 및 활동, 1994 또는 1995년 졸업 후 대학등록이전에 주요 활
동, 학위취득소요기간 및 일반적 학위취득기간, 수업 중 및 방과 후의 주요
활동, 취업경험과 학생의 전공간의 관련성, 대학교육의 강조점(지식전달,
태도 및 인성 개발, 비판적 사고력 등), 학생 자신의 학위과정에 대한 평가
(학문수준, 교수학습의 질 등에 대한 평가), 1995년 졸업 당시 학생의 컴퓨
터S/W 활용능력 평가, 졸업당시 학생의 언어능력(영어, 불어 등)

학생의 구직 및 취업 역사

대학졸업 이후 구직 경험 유무, 구직시기, 졸업 후 구직관련 활동, 졸업 후
최초 취업방법, 최초 취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최초 취업 전에 만나본
고용주수, 졸업 후 최초 취업까지의 기간, 졸업 후 최초 구직에 있어서 고
용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영역(예, 전공, 해외유학경험, 컴퓨터 사용
능력 등), 졸업 후 주요 활동, 현재 참여하는 주요 활동, 졸업 후 현재까지
참여한 주요활동

현재 활동, 취업 및 직무

현재의 취업상황(정규직, 임시직 등), 지난 4주 동안 유급 직업을 획득했는
지 유무, 졸업 이래 취업한 기관수, 현재 취업기관의 성격, 현재 취업기관
이 속하는 경제영역, 현 직장에서의 업무, 주당 평균 근무시간, 분점 근무
여부, 함께 일하는 동료수, 자영업자일 경우, 직업 성격, 납세전 소득, 지
난 1년간 해외출장 여부, 직무로 인해 외부관계자와의 소통하는 정도, 자
신 업무가 국제화와 관련된 정도, 해외근무경험 여부, 해외근무를 했을 경
우에 해당 국가와 기간

역량 및 활용

대학 졸업가지고 있던 역량들을 예시문을 보고 표기하기, 대학교육이 역량
함양에 유용한 정도,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제화 관련 지식
의 유용성 정도

고등교육과 직무와의 관계

현 업무에 대학교육내용을 활용하는 정도, 전공과 현업과의 관계의 성격,
현업무가 자신이 받는 교육에 적합한 지 여부와 현 업무에 적합한 교육수
준, 현 업무와 취업간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이유, 현업무가 자신이 대학교
육을 이수했을 때 가졌던 직업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는 정도

근무조직과 직업만족도

현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제시된 생애목표들에 대한 중요성 정도 표기하기,
직업관련 일련의 특성들(임금수준, 조직풍토 등)이 자신과 현 직업상황에
중요한 정도

계속교육･훈련

대학졸업 후 직업자격 유지를 위해 요구된 계속교육훈련을 이수한 여부,
대학졸업 후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계속교육훈련을 이수한 여부, 계속교
육훈련 중 가장 중요한 과정과 총 교육훈련시간, 계속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주책임자, 계속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주체, 근무시간 중 계속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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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설문내용
이수 여부, 계속교육훈련의 내용, 응답자의 계속교육훈련 이수 목적, 계속
교육훈련의 유용성, 계속교육훈련에 대한 현재의 필요 정도, 계속교육훈련
의 유용성에 대한 동의 정도, 지난 1년간 전문적 지식획득을 위한 독서 빈
도, 지난 1년간 전문적 컨퍼런스/협의회 참석빈도, 지난 1년간 전문정도 획
득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빈도

사회･생애적 데이터

성별, 출생년도, 시민권･교육받은 국가에 관한 정보, 교육받은 지역 및 현
재 거주지, 부모와 배우자의 교육수준, 동거자 현황, 자녀 유무, 주당 가사
업무시간, 배우자의 주요 활동(취업 등)

대학교육의 유용성, 다시 기회가 있다면, 고등교육(전공, 학위 등)에 대해
대학교육에 대한 회고적 평가 동일한 선택을 할지 여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 고등교육개선점
* 자료: Higher Education and Graduate Employment in Europe(revised master questionnaire, ).

라. 대학 유형 분류
1) 카네기대학분류
미국 카네기 대학 분류는 연구실적에 따른 대학서열화 고착 등 파급 효과와 방법론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학 분류의 전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70년에
시작된 카네기 분류는 지난 40년간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기술적 발
전에 대한 선도적인 프레임웍을 제공했다. 카네기재단은 연간 학위 단계별 학위 프로그
램 비중과 학위 배출 규모, 학문 분야 종류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여 미국 내 평가인증을
받은 약 4,000개의 고등교육 기관을 분류하였다. 카네기위원회는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분석하고 자사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분류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카네기 분류법은 대학의 경험적 데이터에서 파생되었으며, 대학 간의 차이점을 반영하
기 위해 1973년 처음 출판된 이후 1976년 업데이트되었다. 이후 1987년, 1994년, 2000
년, 2005년, 2010년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2010년의 수정판은 2005년에 채택된 6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분야는 1)학수 교육
프로그램 분류, 2) 대학원 교육프로그램분류, 3) 입학자 프로필 분류, 4) 학부 프로필
분류, 5) 대학크기와 세팅에 따른 분류, 6) 기본분류로 나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미
국 대학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제공, 유연성을 가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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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MAP
U-Map은 유럽 전역의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유형 분류법 개발을 위해 2005년에 설
계되었다. 미국의 카네기 대학분류와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볼로냐 프로세스9)하에
운영되는 자격체계 및 학위체제의 통합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가지는 기관 형태 및 정
책 배경의 중요한 다양성은 유럽의 특수한 분류유형을 필요로 한다(Westerheijden 외.,
2010). U-Map의 목적은 여러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유럽 고등교육 기관의 다
양한 사명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도구개발에 있다. 이와 관련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교원, 정책 결정자, 산업 및 교육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요
구를 수용하는 유형 분류를 설계하였다. 유형 분류의 설계 과정은 다양한 그룹의 이해관
계자를 초기 단계부터 개입시킨 사용자 지향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준 및 선호를 토대로 그들의 유형화 및 비교를 구상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 도구를 제
공하고 있다.
세계 대학 순위는 기관의 연구 활동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이는 학문, 언어 및 기
관의 다양성을 제한한다. 또한, 세계 대학 순위는 대학순위 구성에 있어 기관의 전반적인
질을 나타내는 소수 범위의 종합지표를 제공하는 데, 이러한 일반적 접근방식은 제한된 성
과지표에 따라 등급 순 대학순위를 생성함으로 이로 인한 다양성 한계가 드러난다. 세계
순위 등급의 중점이 되는 범위는 주로 연구의 생산성, 연구 투입 및 평가와 관련이 있다.
U-Map은 다원적 유형분류로써, 고등교육 기관의 실질적 임무 및 전략을 반영하는
각각의 범위에 대한 기관의 자발성 및 노력을 검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의 학생
전체의 구성 및 교육제공 등과 같은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뿐만 아니라 다수
범위 측정으로 기관의 다양성을 명백히 한다. U-map은 학생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
락에 대한 다차원적 관점을 분석하는 도구 구성에 있어 AHELO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방법론은 고등교육 및 연구 기관의 실질적 실행능력과 성과활동에 대한 묘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아래의 <표 Ⅳ-6>은 U-Map의 평가 범위 및 지표를 나타낸다.
9)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이
탈리아 볼로냐에서 모여 2010년까지 단일한 고등교육제도를 설립, 유럽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자 1999년에 출범한 프로그램이다. 가맹국 내에서 어느 대학을 나오든 유럽 국가에서는 어디서든지 취
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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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U-MAP 평가 범위 및 지표
영역

지표

교수 및 학습 수준

∙
∙
∙
∙

학위 성향
교수/학습비용
학위 과정 수준 및 주안점
학과목 범위

학습자 수준

∙
∙
∙
∙

학생 총수
나이가 많은 학생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
비전일제 학생

연구 참여(도)

∙
∙
∙
∙
∙

전문가 대상의 학술지
기타 전문가 대상의 연구물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간행물
박사학위
연구비용

지식 상호보완성

∙
∙
∙
∙

특허 등록 분야
지식교류 활동
문화교류 활동
창업기업 매년 평균수치

국제지향성

∙
∙
∙
∙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교원
국제자료 활용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Outbound)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Inbound)

지역사회 참여도

∙ 지역사회 자료 활용
∙ 졸업자 지역 내 취업률
∙ 전체 입학생 인원에서 지역출신 학생 비율

U-Map의 유형분류의 생성단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분류가
될 주체 즉, 유럽에서 각국의 체제에 따라 운영되는 개별의 합법적 기관을 정한다. 둘
째, 기관을 분류하고 그룹화 시키는 데에 해당하는 범위를 규명한다. 셋째, 유형분류를
측정하는 실현 가능한 지표를 세우고, 실증적 정보를 수집한다. 넷째, 기관수준에서 비
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사실을 감안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생성 시기
를 검사한다. 유럽의 주요 데이터 공급자는 국가별 설문조사를 통한 고등교육 기관이 된
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위치를 결정한다. 실증적 정보에 따라 각각의 기관은 식별된 등
급 또는 다양한 지표 셀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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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유형분류는 고등교육 기관간의 중요한 유사점 및 차이를 설명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관으로 하여금 내부 전략을 보완하고 외부 벤치마킹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로써, 기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
내는데 필수적이다.

마. 세계대학순위평가
최근 정책 입안자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세계대학순위를 대학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과 맞물려 대학별
로 세계대학순위평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계대학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를 관리하
기 시작했다. 특히, 특정 세계대학순위평가가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우수대학을 중심
으로 한 상하이대학평가(ARWU: Shanghai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타임즈 고등교육평가(THE: Times Higher Education)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라이덴대학순위(Leiden Ranking)를 비롯하여 타이완고등교육인증평가협의회(Taiwan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Council)의 대학순위평가처럼 순위보다
는 평가에 초점을 맞춘 대학평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하에서는 세계대학순위평가로서 비교적 널리 인용되고 있는 상하이대 세계대학순위
평가, 타임즈 세계대학평가, 그리고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소재 대학을 대학으로 교육 측
면에 중점을 둔 다면적 순위평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U-Multirank를 개관해 보았다.

1) 상하이대 세계대학순위평가 The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상하이대학의 세계대학순위평가는 Center for World Class Universities와 상하이
Jiao Tong 대학 고등교육 연구소에서 2003년 6월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매년 업데이
트 되고 있다. 상하이대 세계대학순위평가는 노벨상과 개별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업
적상 수상자, Tomson Scientific에 인용된 연구자수, Nature and Science 저널 발표
수, Science Citation Index 및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에 인용된수, 기관 크
기에 따른 개인의 성과 등 총 6개의 정량 지표를 사용하여 세계대학순위를 산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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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년 1,000개 이상의 대학이 이 기준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며 상위 500개 대학은
상하이대 세계대학순위평가 사이트에 게시된다.
상하이대 세계대학순위평가의 초기 목적은 중국 최고 대학의 세계적 기준을 찾는 것
이었지만 현재는 이 목적을 넘어서 다른 나라 대학과 정부 및 세계 공용 매체의 큰 관심
을 받고 있다. 2005년에는 세계의 연구대학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대학순위로 뽑힌바
있다. 상하이대 세계대학순위평가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학순위 평가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투명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2009년부터 상하
이대 세계대학순위평가는 Shanghai Ranking Consultancy라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
이 주관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대 세계대학순위평가는 기존의 정보에 추가적으로 다양
한 국제적 맥락의 비교 및 연구대학의 분석과 정부와 대학의 지원 결정을 돕는 등의 심
층 분석을 제공할 예정에 있다.

2) 타임즈 세계대학평가
THE(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순위평가는 전 대륙에 걸쳐 15개국 50개 이
상의 전문가 입력에 의해서 순위 데이터 제공자인 Thomson Reuters 에서 개발되었다
고 한다. 교육 환경, 연구 실적, 논문 인용, 산업 수입, 국제적 전망의 5개 분류의 13개
부문을 걸쳐 평가를 해서 순위가 선정된다.
타임즈 세계대학순위평가는 전세계 상위권 대학들의 순위를 매긴 것으로 타임즈 고등
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에 의해 출판된다. 2004년부터 전 세계 교육 순위
를 매긴 출판물로, THE는 원래의 파트너인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2010년 분
리되어 나왔으며, 인용 자료 정보를 톰슨 로이터스에게서 받아서 새로운 랭킹 정보 방법
론을 만들었다10).

10) Baty, Phil. “THE unveils broad, rigorous new rankings methodology”. Times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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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Times 세계대학평가의 평가기준
주요 항목

세부 항목

백분율 가중

산업 소득 - 혁신

산업화를 통해 연구 소득 (대학 스탭 당)

국제화 다양성

외국인에서 내국인 직원 비율
외국에서 내국인 학생 비율

교수 – 학습환경

평판 설문 (교수)
학교당 PhDs 수상
학교당 재학생 인정
학교당 소득
PhDs/재학생 학위 수상

15%
6%
4.5%
2.25%
2.25%

연구 – 양, 소득과 평판

평판 설문 (연구)
연구 소득 (측정)
연구, 교수당 논문수
공공 연구 소득/ 전체 연구 소득

19.5%
5.25%
4.5%
0.75%

인용 – 연구 결과

인용 임팩트 (논문당 평균 인용수)

32.5%

2.5%
3%
2%

자료: THE Word University Rankings 2010. Times Higher Education (2010).

3) U-Multirank
세계대학순위평가는 대학의 책무성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그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대학교육협의회(EUA: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가 제출한 보고서 “세계대학순위와 그 영향(Global University Rankings and their
impact)”에서 전술한 주요 세계대학순위를 비롯하여 기존의 13개 대학순위평가를 개관
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대학평가제도는 전 세계 약 17,000여개 대학 중 상위 1~3%(200 ~ 500개
교)에 해당하는 대학만을 다루고 있어, 일반적인 경향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림 Ⅳ-2] 참조).
2) 연구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이 우수한 대학의 경우 세
계대학순위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3) 비영여권 국가보다 영어권 국가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이러한 사실이 영어
권 국가에 소재한 대학의 대학순위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4) 대학순위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별 대학은 실제로 학내 수업여건을 개선시키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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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재정을 투자하기보다는 대학 순위를 올리는 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기존의 대학순위평가는 전체 고등교육 영역 중 일부만을 지엽적으로 평가하고 교
수학습부문을 비롯하여 접근성(accessibility)･지역연계(regional involvement)･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부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전술한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고등교육 부문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새
로운 평가체제 개발의 시도 중 하나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지원하는 유-멀티랭크
(U-Multirank)를 예로 들 수 있다.
유-멀티랭크(U-Multirank)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최대 110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체
제 구축 및 실행가능성 평가를 거쳐 2년간의 파일럿 스터디를 수행한 이후 2011년 올해
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과의 프로젝트 시행 체결 당사자
는 프로젝트 컨소시엄으로, EU내 회원국 내 주요 고등교육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유멀티랭크(U-Multirank)에서는 고등교육 기관과 학문 분야 등 두 개 분야로 나누어 평
가를

시행하는데

이들의

교육･연구･지식교류(knowledge

exchange)･지역

연계

(regional involvement) 등을 주요 평가영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유-멀티랭크(U-Multirank)는 기존의 주요 세계대학순위평가제도의 한계인 평가가
연구 성과 중심에 치우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체 대학의 상위 1 ~3%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고등교육 전반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고등교육 부문의 평가 범
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특
히, 유-멀티랭크(U-Multirank)는 영어권 국가 중심, 과학 분야-연구 기능 중심, 최상
위권 대학 중심의 기존 대학순위평가 체제를 대항하는 새로운 대학순위평가체제 등장이
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 지원을 포함한 주체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적 주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주도하고 AHELO 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유럽국가들도 참여하고 있는 유럽대학 다면평가체제는 앞으로
세계대학순위평가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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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의 관련 선행연구 및 평가도구 사례 분석
이 절에서는 OECD 사업본부가 제안한 평가도구의 한국 내 사용 적합성을 검토할 때
참고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및 조사도구를 분석하기로 한다.

가. 유사 수행도구 사례 분석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는 주로 국가정책연구소에서 대학과
노동시장 연계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생이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도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 중 대학생의 학습성과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
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1)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는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분석함으로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단순히 취업의 여부가 아닌 취업의 질(고용형태, 임금, 전공분야, 근로시간 등) 및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의 진입과 정착과정까지를 고려한 다양한 기초자료가 축적될 때에 청
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조사
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문대
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이 중 매년 1만 8천명의 표
본을 추출하여 신규로 대졸자들을 조사한 뒤, 2년 뒤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으로는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본 조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졸자 코호트 조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11)
GOMS에서 시행된 설문 문항들을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그림 Ⅳ-2]와 같다. 이 중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대분류는 현 직장, 현재 경제 상황, 재
11) 한국고용정보원(http://survey.keis.or.kr/survey_k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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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중인 학교 이렇게 3가지이다. 이 중 ‘재학 중인 학교’ 분류에는 주로 단순 정보 질문
이 대부분이었으며, ‘현재의 직업 수행과 대학에서 배운 내용의 연관성’에 대해 묻는 소
수의 질문들이 존재하였다. 즉, 학교생활에 대한 문항 자체가 소수였으며, 있다 하더라
도 주로 그 경험이 직업 생활과 어떻게 관련되었는가를 묻는 문항들이 대다수를 차지하
였다.
이러한 GOMS의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등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GOMS의 특성 상 청년층의 취업 형태나 취업 경험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 수준에서
언급된 영향 요인들은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은 근로경험, 취업준비프로그램, 대학의 명
성도 등이었다.

[그림 Ⅳ-2]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내용 분류

대학 재학 중 근로 경험(이병희; 2005, 채창균; 2005, 김동규; 2008)이 취업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근로경험이 첫 취업성공률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첫 취업까지의 기간을 줄이고, 취업 동기를 부여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결과를 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근로 경험은 오히려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공과 관련이 없거나 경력 개발 목적이 아닌 단순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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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임금효과와는 관계가 없는 등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였다. 또
한, 대학 내 진로개발프로그램 참여 경험(노경란 외, 2011)은 능력 개발 노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지만, 직장에서의 주관적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가 있었다.
위의 연구들과 같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경험과 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을 연계
시킨 연구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근로 경험에 대한 것들이다. 이러한 경향이 나오게
된 배경 원인으로 청년실업 심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취업과 연계시키고 교과목
공부 외 취업을 위한 교육적 준비를 많이 하는 상황 등을(장원섭;2004, 이기엽‧최문경;
2008, 주무현 외;2008)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면서, 한국 상황이 대학생의 한국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분석 역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2)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는 2004년을 기준으
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6,000
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며, 학생들의 가구
와 학교(담임, 학교행정가) 조사 역시 포함되어 있다. KEEP의 목표는 우리나라 청소년
의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실태, 교육효과,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는 데 있다. 기존의 패널조사인 한국노
동패널조사나 청년패널조사가 노동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육 관련 정보가 충분
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는 직업 및 노동시장으로의 연결
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KEEP은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으로 꼽힌다. KEEP을 통해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요자 모두 국･내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패널 조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성과 학생들의 학교에서 노
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밝혀, 청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획득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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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내용 분류

세
부
항
목

학교생활 관련

직업 생활 관련

사회문화적 배경

학교생활
대입 준비 사교육 경험
신입생, 편입생
공통
졸업 예정자
대학원생
진학계획
학부 경험
대학 입시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구직 활동
현재 취업상태
현 일자리의 특성
첫번째 일자리: 임금 근로자용
첫번째 일자리: 자영업자용
첫번째 일자리: 무급가족사업용
두번째 일자리: 임금 근로자용
두번째 일자리: 자영업자용
두번째 일자리: 무급가족사업용
세번째 일자리: 임금 근로자용
세번째 일자리: 자영업자용
세번째 일자리: 무급가족사업용
취업의사 및 준비
직장 경력

가정생활
가구 소득 및 지출
여가생활
교육 훈련
진로 계획
군복무 경험 및 계획
경제 의식
일반적 특성

KEEP에서 시행된 설문 문항들을 분류별로 나누어 보면 <표 Ⅳ-8>과 같다. 앞서
KEEP이 교육 관련 정보의 보강을 중요한 목표로 꼽았던 만큼, GOMS에 비해서는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폭넓게 다룬 설문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선
택한 학과나 대학의 시설과 자원에 대한 만족 정도, 강의 및 수업에 관한 질문, 지도교
수와의 소통 정도를 묻는 문항 등이 KEEP을 다른 조사들과 차별화해주는 요소라 볼 수
있다.
KEEP의 데이터 역시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학생의 학교적응 영향 요소
(이영민‧임정연, 2011)나 대학생의 학업 중단 및 지속, 휴학(주휘정 외, 2011; 임언, 2011;
최보금, 2010; 김성식, 2006)에 대해 분석하거나, 또는 대학생활과 연관된 이슈별 접근
(예: 인터넷 활용방식, 사교육비)등이 있었다. 또한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도 수행되었
는데, 대학생 학업성취 잠재 성장모형탐색(김성훈 외, 2011) 등을 꼽을 수 있다.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http://www.krivet.re.kr/ku/ha/prg_kuFAAD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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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각 단계 및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GOMS와 동 조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한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2001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 까지 6차에 걸친 조사가 이
루어졌다. 또한,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만15~29세 청년대상을 구성하여, 기존패널
의 연령 증가에 따른 저연령대 청년 통계를 보완하고, 현 청년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의
대표통계를 제공하고자 2차 웨이브 1만 206명을 구축하였다. 2001년도에 시작되었던
청년패널2001(YP2001)은 2006년을 마지막으로 패널조사로써의 추적을 종료하였다. 청
년패널조사 역시 GOMS, KEEP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 관련 정책수립 시 좀 더 체계적
이고 단계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13)
청년패널조사에서 시행된 설문 문항들의 분류별 구분은<표 Ⅳ-9>와 같다. 청년패널
조사는 앞서 소개한 GOMS나 KEEP에 비해 학교생활에 관한 문항이 많지 않다. 즉, 재
학 중인 대학의 기본적인 정보와 아르바이트 경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청년패널
조사에서 대학 생활 경험 자체나 학습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청년패널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직무일치에 관해 다루거나(강순희; 2002), 직무일치와 노동시장성
과의 관계(박성재‧반정호, 2006), 그리고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관해 다룬 연구(양정
호, 2005)가 대표적이다.

13) 한국고용정보원(http://survey.keis.or.kr/survey_k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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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청년패널조사 조사 내용 분류
청년패널조사 대학생 유형
학교 생활

교육력(학교생활)
휴학경험

일 경험

진로 준비

아르바이트 경험
현 직장
일자리 경험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시험 준비
앞으로의 진로
취업사교육
진로발달
구직동기

4)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생 학습과정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학습참여도, 교육만족도, 학습활
동에 대한 평가현황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착안하여 2010년부터 ‘대
학생 학습과정 분석연구’를 3차년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동 연구는 학습경험 분석에
적합한 검사를 개발하고, 개발된 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대학생의 학
습과정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며, 셋째, 도출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대학차원, 정
부차원 등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14) 연구 내용은 크게 대학생 학
습과정의 개념과 구성요소 정립,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 한국 대학생
의 학습실태 분석(설문조사, 학습일지), 차년도 도구개발을 위한 전략 개발, 정책적 시
사점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학생 학습과정을 ‘학생의 관점’에서 계획된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신장해 가는 과정이며, 수업을 중심으로 하되 대학생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 자체가 학습
성과에 대한 관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연구 결과 역시 학습성과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학습성과 관련 조사 및 연구 중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사용한 대학생 설문조사지의 문항 구성은 <표 Ⅳ
-10>과 같다.
14) 유현숙 외(2010).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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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내용 분류
요인

지표

1. 개인 배경

나이
성별
국적
부모학력
대학에 신･편입학한 연도
입학유형
직전학기의 등록형태
학년
전공명
계열
전공 이수 유형
직전학기에 받은 성적의 평균 학점
수업시수 제외한 주당 공부시간
거주 형태
통학 시간
학비 충당 방법
군 경력
졸업 후 진로계획

2. 수업 외 학습활동

도서관 활용
도서관 이용 목적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글쓰기 태도
읽기･쓰기 분량
다양한 배경의 학생 간 교류
각종 주제별 대화 경험
예술, 스포츠 및 자기계발 활동
동아리･동호회 및 종교 활동
학습 스터디 및 자기계발 활동
직업(교내외) 활동 및 학업에 미치는 영향
대외 경험
음주 경험

3. 수업 중 학습활동

예습 및 관련자료 검색
발표, 질문 및 토의 참여
노트필기
다른 학생과의 협력
수업에 대한 사고력 및 융통성
다른 학생에게 설명
과제제출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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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지표
출결사항
수업태도
수업방법(강의, 온라인)
시험 및 과제

4. 수업 만족도

수업의 질
수업의 목표와 기대수준
학습량
평가관리와 채점
시험 출제
수업자료
흥미 및 지적호기심
피드백
교수의 편견

5. 교수와의 상호작용

수강신청
수업 내용 및 과제
시험 및 성적
진로
수업 및 진로 이외의 일

6.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선배 및 동료 학생
행정직원 및 조교, 각종 지원센터 상담자
기타 교수진(academic advisor)

7. 학습성과

대인관계 및 협력
의사소통
정보기술 처리 및 활용
종합적 사고력(문제해결능력의 개발, 위기관리 능력, 분석적･논리적 사고력,
양적 문제의 분석능력, 응용력, 시간 관리 능력, 창의력, 리더십 등)
자기관리
글로벌 역량

8. 대학의 시설 및
서비스

대학의 시설(자습 및 휴식 공간, 기숙사, 강의실 설비, 도서관 시설, 컴퓨터 및
IT 설비 등)
대학의 서비스(건강･복지 상담 서비스, 교수･학습지원 및 튜터링 서비스, 장학
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나. 국내 관련 선행연구 분석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해 다룬 연구
를 수행해 왔다. 다양한 변인들과 요소가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데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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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들에 관해 다룬 연구도 꾸준히 발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 즉 학습성과를 종속변인으로 놓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이 어떤 것인지 분석했던 연구들을 중심으로 분석 틀을 정리
하였다.
우선 종속변인은 대학생이 재학 중 겪은 학습 경험들을 통해 얻은 학습성과이며 일반
적으로 평균평점(학점)이 가장 일반적인 성과 변인으로 활용되었다. 이 밖에 전공 및 교
양지식, 분석적･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등이
학습성과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창의력(김형관, 2001a) 및 리더십, 자
기이해력 등의 기타 비인지적 학습성과(최정윤, 2009) 역시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유용
한 기준이 되었다.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투입변인, 학
습경험 과정변인, 그리고 대학특성 과정변인이다. 투입변인은 주로 인구학적 변인 및 입
학 전 학습 배경에 관한 것으로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 이미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경험
해 온 학습 경험 등에 대한 것이다. (세부 측정 사항으로는 부모의 직업 및 수입, 학생
의 성별, 부모의 기대 및 성취 압력, 부모의 학업 지원 및 관심, 수능성적, 출신학교, 고
교성적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형관 외(2001a)는 학습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군으로 개인적 배경변인, 가정배경변인, 대학배경변인을 꼽았는데, 가정배경변인에
서는 부모의 기대가 학생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적 배경 변인군이 세 개의 변
인군 중 학생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김현철(2004)은 남학
생의 경우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여학생은 고교 내신이 대학성적으로 분석되는 학습성과
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통제,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한 연구도 존재하였다(탁수연 외, 2006). 투
입변인을 이용한 학습성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투입변인에 의해 학습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학습성과의 차이는 투입변인의 불평등에 의해 발생
된 또 다른 불평등이 아닌지 등에 대해 분석하는 교육사회학적 접근이 대다수였다.
학습경험과 관련된 과정변인은 투입변인과는 다르게 대학에 와서 학생들이 경험한 학
습에 관한 경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때 이용된 세부 기준들은 학습 양, 교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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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강의의 질, 고차원 능력 강조, 능동적 수업 참여(강의 태도), 다양한 학습경험
(동아리활동, 협동학습), 교육과정경험,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만족도(대학, 교육
과정, 교수 질), 효능감 등이다. 학습성과에 관련된 연구 중 이러한 학습경험에 대한 과
정변인을 이용한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주로 심리학적 접근이 많이 이용되었다.
학습경험 관련 과정변인의 주요 세부 준거로는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
학생활만족도 등이 있다. 박준성 외(2007)는 자기효능감은 가족기능만족을 매개하여 학
업성취와 부모-자녀관계에 유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숙정(2011)
또한 자기효능감은 동기관련 변인으로 학습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학습몰입은 학
업성취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관련된 연구는 그
수가 많지는 않고, 실증적인 자료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에 교수-학
생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를 분석하려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김은경(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내용은 주로 수업이나 과제 등 학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
고 있으며,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개인･사회적 발달, 교양교육, 직업준비 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최정윤･이병식(2009)의 연구에서 역시 교수-학생 상호
작용이 분석적 사고력을 포함한 고차적 사고력 향상에 적지만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
과를 도출한 데 비해, 김안나･이병식(2003)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핵심능력 개발에
유의한 수준의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김현철;
2005, 강승호;2010)는 대학생의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변수로 지적되었다.
대학 특성과 관련된 과정변인을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다루어져 온 분야는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에서 학생들이 겪는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학생의 자기효능
감이나 강의태도, 교육과정경험 등 개인 차원의 대학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는 많았
지만, 대학 기관 차원의 특성이나 경험이 학생들의 학습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측정한 연구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학습성과의 독립 요인
으로 대학특성을 꼽은 연구는 김형관 외(2001a), 신정철 외(2008), 최정윤･이병식
(2009)의 연구가 있었으며, 김형관 외(2001a)의 연구에서는 학교유형, 학교 규모, 입학
전형방법 등이 논의되었으며, 신정철 외(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 시설(학습 공간, 도서
관자료, 강의 및 학습, 컴퓨터 환경), 대학만족도(학교 자부심, 학과 자부심)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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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최정윤･이병식(2009)에서는 대학 유형, 설립 유형, 소재지, 사명, 규모, 장학급
지급률,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수･확보율･연구비 등 더욱 다양
하고 세분화된 기준을 이용하여 대학 기관이 대학생들의 학습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에 대해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표 Ⅳ-11> 대학생 학습성과 관련 국내 선행연구 분석
변인분류

관련 선행연구
종속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전공 및 교양지식
학점
분석적･비판적 사고력/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
창의력
기타 비인지적 학습성과
(리더십, 자기이해력)

강명희 외(2010), 강승호(2010),
강승희(2011), 김성훈･김안나(2009),
김정미 외(2011), 김지하･이병식
(2009), 김현철(2004), 김현철(2005),
김형관 외(2001a), 김형관 외
(2001b), 박용한(2010), 박준성 외
(2007), 이숙정(2011), 신정철(2008),
최정윤(2009), 탁수연 외(2006)

투입변인(인구학적 변인 및 입학 전 학습 배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부모 직업
부모 수입
성별
부모의 기대 및 성취 압력
부모의 학업 지원 및 관심
수능성적
출신학교
고교 성적

강승호(2010), 김성훈･김안나(2009),
김현철(2004), 김현철(2005),
김형관 외(2001a), 김형관 외
(2001b), 신정철(2008),
최정윤(2009), 탁수연 외(2006)

과정변인(학습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학습 양
교수-학생 상호작용
강의의 질
고차원 능력 강조
능동적 수업 참여(강의 태도)
다양한 학습경험(동아리활동, 협동학습)
교육과정경험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만족도(교육과정, 교수 질)
효능감

강명희 외(2010), 강승호(2010),
강승희(2011), 김정미 외(2011),
김현철(2004), 김형관 외(2001a),
박용한(2010), 박준성 외(2007),
신정철(2008), 이숙정(2011),
최정윤(2009), 탁수연 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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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분류

관련 선행연구
과정변인(대학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학교 유형
학교 규모
대학시설
대학만족도(학교･학과자부심)
설립 유형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원 확보율, 수업시수 및 1인당 연구비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소재지

김지하･이병식(2009),
김형관 외(2001a), 신정철(2008),
최정윤(2009)

4.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이 절에서는 OECD AHELO 사업본부와 한국 국가사업팀이 수행한 배경요인 평가도
구 개발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과정은 크게 개념적
틀 구축, 핵심 요인 및 지표 선정, 그리고 설문조사도구 설계 및 번역, 번역된 설문조사
도구의 타당화로 나뉜다.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은 동 영역 평가사업자인 ACER 컨소
시엄이 참여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AHELO 기술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
다.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과정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념 틀을 구축하는 1단계에서는 평가사례 검토와 전문가 및 각국 대표의 컨설팅을
토대로 전체 연구의 분석 기본 모형 설정, 학습성과 상세화, 그리고 배경요인의 구성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 틀을 설계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2단계 작업은 설문조사도구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과 요인별 지표를 선정하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OECD 사업본부 내 평가사업자가 기존 설문조
사도구 검토와 요인 선정 워크숍을 거쳐 핵심 요인 및 지표 초안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이를 참가국의 AHELO 사업팀이 검토한 후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전
체 참여국의 의견을 평가사업자가 종합하여 개선된 핵심 요인 및 지표안을 마련한다.
3단계는 설문조사도구 설계 및 번역 작업이다. 평가사업자는 전 단계에서 완성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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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조작화하여 배경요인 영역 설문조사도구 초안을 마련한다. 개발된 설문조사도구
초안을 평가사업자가 번역하여 번역결과를 각 참여국에 송부한다. 참여국 사업 책임자
는 AHELO 사업본부 내 평가사업자가 해당국의 언어로 번역한 설문조사도구 초안을 수
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평가사업자에게 송부한다. 각국 AHELO 사업팀의 검토를 거쳐
재번역된 설문조사도구를 수합한 평가사업자는 이를 다시 내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최
종 조정･번역 작업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조정･번역 작업을 거친 조사도구에 대해 포커스 그룹 등을 활용한 타당화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조사도구가 완성된다. 2011년 11월 현재, 3단계 작업 중 각국 언어
로 번역된 설문조사도구 초안에 대한 국가 검토가 마무리되었다. ACER가 주도하는 배
경요인 평가사업자는 단계별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국가사업팀의 검토를 요
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AHELO 사업팀인 본 연구진은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협의회
등을 토대로 검토 의견을 평가사업자에 제출하였다. 4절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과정을
포함, 현재까지 수행된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Ⅳ-3]
은 배경요인 영역 조사도구 개발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Ⅳ-3] 배경요인 영역 조사도구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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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경요인 영역의 개념 틀 개발
여기에서 소개하는 개념 틀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지지
대 역할을 수행한다. 배경요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뿐만이 아니라 배경요인과 일반핵심
능력 및 전공능력 시험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데 개념 틀이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
다. 즉, 배경요인 영역에서 개발하는 개념 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AHELO 실행가
능성 평가에서 개념적 포커스 설정 및 분석의 범위 한정: ② 효과적인 데이터의 수집,
분석, 보고를 위한 기술적인 근거 마련: ③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배경요인 개념 틀 개발의 목적은 배경요인 영역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효율성
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배경요인 개념 틀 속에서 ① 배경요인 영역에서의 분석
주제가 논의되고 ② 분석대상이 될 수많은 요인들의 범위와 요인들 간 개념적 관계가
제시되며, ③ 동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construct)의 의미화와 조작화 작
업이 수행된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분석 기본 모형은 구미 선진국에서 지난 40년 간 축적된 대학효과
(College Impact)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고안되었다. 특히 Astin(1978, 1985),
Pascarella와 Terenzini (1991, 2005), Ewell과 Jones(1996)의 연구 결과가 개념 틀의
설계에 반영되었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분석 기본 모형을 포함한 배경요인 영역 개념 틀
은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투입-과정-산출 차원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소위
Input(Antecedent)-Process-Output을 주축으로 하는 기본 틀은 일견 단순히 보이지
만 수많은 상이한 고등교육 체제하에서 수행된 연구를 통해 그 견고함이 확인된 유용한
개념 틀이다. 고등교육 학습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배경요인들과 그 관계를 가장 기
본적인 차원에서 요약하면 아래 [그림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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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고등교육 학습성과 분석 기본 모형15)

[그림 Ⅳ-4]에 따르면, 고등교육 학습성과는 투입 요건과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
정 요인의 함수이다. 선행 요인(Antecedent)이라고도 불리는 투입 요인(Input)은 대학
생의 학습 경험과 대학의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쳐 이를 특징짓는 요인이다. 투입 또는
선행 요인은 대학 입학 시점에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 요인과 대학 또는 하위 학
사조직의 구조적 특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투입 요인은 대개 정책 또는 프로그램
을 통해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속성을 갖는다. 즉, 교육적 처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과정 요인은 교육과정의 특징을 포함하여 각 대학의 고유한 교육 환경요인과 학생의 능
동적 학습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분석 기본 모형을 토대로 고등교육 학습성과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투입 및 과정 요인이 더욱 구체화되고 이들 간의 관계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것
이다. 앞서 소개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분석 기본 모형과 더불어 OECD’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INES)의 틀 역시 AHELO 배경요인 영역의 개념 틀 설계에 활용되
었다. AHELO 평가와 OECD에서 수행된 다른 실증연구 또는 분석연구와의 연계를 강화
하기 위해 INES의 틀을 적극 활용하였다16). INES 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두

15) 출처: Ewell et al. (2009)
16) AHELO 개념 틀 개발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까지 지속되었다. 2009년에 최초로 소개된 개념
틀(Ewell, 2009)과 비교할 때, 2011년 버전의 개념 틀에서 새로운 점은 바로 INES 틀을 반영한 점이다.
이는 AHELO 기술자문위원회의 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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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축을 활용하여 정책 및 교육적 이슈를 구조화한 것이다. 우선, 국가-고등교육 기
관-교수자-학습자를 포함하는 고등교육 체제의 역할자들이 한 축(<표 Ⅳ-12>의 좌측
세로 축에 해당)을 구성한다. 또 다른 축은 산출 및 성과 요인,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
며 특히 정책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 요인, 그리고 과정 변인에 선행하는, 제약
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선행 요인(<표 Ⅳ-12>의 좌측 가로 축의 해당)으로 구성된다.
INES 틀은 이러한 두 축의 구성 요인들을 조합하여 대학교육 이슈를 구조화하였는데 이
러한 INES 틀이 배경요인 개념 틀 개발에 활용되었다. 배경요인 영역의 개념 틀은 동
영역 평가사업자인 ACER 주도의 컨소시엄, OECD 사업본부 내 기술자문위원회 컨설팅,
GNE와 NPM을 통한 참여국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2011년 11
월 현재, 참여국에 보고된 배경요인 영역의 개념 틀은 다음과 같다(<표 Ⅳ-12> 참조).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4단계로 분류된 고등교육 체제 역할자 차원과 대학교육
이전-과정-결과로 이어지는 대학교육 단계 차원을 조합하여 총 12개의 셀을 설계하고
각 셀별로 핵심 요인을 설정하였다. 예컨대, 학생 차원에서 학습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생에게 요구되는 학업의 수준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여부, 기업 등 직
업 현장에서의 일 경험, 교수와의 상호작용, 능동적인 학습 환경 등이 설정되었다. 또한
교수 차원의 요인 중, 대학생의 학습 경험과 학습성과 차이를 설명해 주지만 변화시키기
어려워 일종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선행 요인으로는 교수의 개인적 특성과 교수에게 요
구되는 교육(teaching)의 업무 부담이 설정되었다.

<표 Ⅳ-12> OECD 교육체계 지표(INES)기반 확장된 배경요인 개념 틀
단계

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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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성과 요인
(성과)
1.Ⅰ
∙ 대학 학업성취도
∙ 만족도
∙ 직업 준비도

2. 정책 및 배경 요인
(과정)
2.Ⅰ
∙ 도전적인 학업 과제
∙ 일 경험/기업 또는 현장에서
의 일 경험
∙ 교수와의 상호작용
∙ 능동적 학습 환경

3. 선행 및 제한 요인
(투입)
3.Ⅰ
∙ 인구학적 특성
∙ 등록 형태
∙ 학습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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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학습 성과 요인
(성과)

3. 선행 및 제한 요인
(투입)

1.Ⅱ
∙ 학생 능력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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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Ⅱ
∙ 교수진의 특성
∙ 교육 업무량
∙ 기업/산업과의 연계

1.Ⅲ
∙ 졸업률
∙ 졸업생 성과

2.Ⅲ
∙ 재정 지원
∙ 학생 선발
∙ 학생 지원 서비스
∙ 학사 구조
∙ 커리률럼
∙ 국제화

3.Ⅲ
∙ 기관
∙ 기관
∙ 학생
∙ 교수

1.Ⅳ
∙ 학위취득률
∙ 졸업생 성과

2.Ⅳ
∙ 학위 구조
∙ 재정 지원
∙ 교수진 자격
∙ 국제화

3.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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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차원의 요인 중 학습경험과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요인으로는 교육이
나 연구의 질 제고를 장려하는 보상 체계, 교육활동에 투영되는 중요도, 교수 문화, 교
수(teaching) 양태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배경요인을 유형화한 틀은 투입(또는 선행)요
인과 과정 요인이 때로는 별개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과 요인에 영향을 준다
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개념 틀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들을
셀과 셀 안에 포함된 핵심요인이라는 형식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추후 통계분석에 필
요한 분석 모델 설정의 기본 작업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항은 동 배경요인 틀에 제시된 요인들이 설문조사도구에 포함될 모든 요
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간주되는 요인들만이 제시되었
으며 이들 역시 평가사업자 내 전문가들과 참여국의 검토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수
정･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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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 요인 및 지표 선정
개념 틀 개발 다음 단계에서는 핵심 요인 및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학
생용, 교수용, 대학관리자용의 3종 설문조사도구 개발에 앞서17), 설문조사지 문항화 前
단계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과 각 요인을 측정할 지표를 구체화하였다. 지표화 작업
후 동 지표들을 조작화함으로써 조사도구가 탄생하게 된다. 핵심 요인 및 지표 선정 작
업은 먼저 ACER가 이끄는 평가사업자가 선행연구 분석 및 기존 평가도구 검토를 토대
로 핵심 요인 및 지표 초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동 초안을 참여국 사업팀이 검
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본부에 보고한 후, 전체 16개 참여국 검토 결과를 평가사업자가
총괄･조정하여 핵심 요안 및 지표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광범위한 선행연구와 현존하는 평가도구 사례로부터 핵심 요인 및 지표를 합리적으
로,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선정 기준이 필요했다. ACER가 이끄는 평가사
업자는 핵심 요인 및 지표 추출 작업에 활용한 선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각 참여국 사업
팀이 이를 참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하에서는 핵심 요인 및 지표 선정에 근거가 되었
던 기준을 소개한 후, 한국 AHELO 사업팀이 지난 2011년 7월 ACER가 이끄는 평가사
업자에게 제출한 핵심 요인 및 지표(안)의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핵심 요인 및 지표 선정 기준
핵심 요인과 지표 선정 기준은 크게 실행적(practical) 측면, 기술적(technical) 측면,
실제적(substantive) 측면 등 3개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실행적 측면에서는 1) 데이터가 수집가능한가, 2) 데이터가 시간 내 수집가능한가, 3)
데이터수집이 필요한가, 4) 데이터수집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점은 없는가, 5）
데이터 수집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토대로 설정되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1) 데
이터가 믿을만한가, 2) 데이터가 유효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3) 샘플링이 필요한
가, 4) 점수화가 가능한 척도인가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측면에서는

17) 학생, 교수, 대학에 관한 배경요인 정보는 설문조사도구를 통해 수집되고 국가 차원의 배경요인 정보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 또는 국제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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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가 관련된 설명을 담고 있는가, 2) 데이터가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반을 가지
고 있는가, 3) 데이터가 지속적 개선이 가능한가를 그 내용으로 포함한다.

[그림 Ⅳ-5] 핵심 배경 요인 및 지표 선정 기준

2) 배경요인 핵심 요인 및 지표 초안에 대한 한국 검토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배경요인 설문조사도구를 고안하기에 앞서 핵심 요인 및 지표를 선
정하였다. 핵심 요인 및 지표 선정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ACER가 이끄는 배경요인
영역 평가사업자는 2절에 소개한 고등교육 평가도구 사례조사와 지난 2009년 참가국이
제출한 배경요인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핵심 요인 및 지표 리스트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11년 4월 한 달 동안 각 참여국 AHELO 사업팀이 동 초안을 검토
하였다. 핵심 지표 리스트 초안은 핵심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각
지표가 설문조사도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참여국에 묻는 형식으로 설계되었다.
참여국 사업팀은 개별 지표에 대해 설문조사도구 포함 또는 불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특
히 ‘불포함‘에 표시할 경우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Ⅳ-6]은
이러한 과정에 사용된 참가국 배경요인 검토서의 샘플이다. 참여국 의견 조사에 사용된
핵심 지표 리스트 초안의 분량이 총 20페이지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샘플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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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설문조사도구 요인 및 지표 초안에 대한 참여국 검토 샘플

핵심 요인 및 지표 리스트 초안에 대한 한국 측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진
은 한 차례의 전문가협의회와 또 한 차례의 연구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하에서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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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의회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준비하여 ACER에 제출한 한국 AHELO 사업팀 검토 의
견과 핵심 요인 및 지표에 관한 내용을 학생, 교수, 기관, 국가 수준별로 제시하였다
(<표 Ⅳ-13>∼<표 Ⅳ-16> 참조). 핵심 요인 및 지표 리스트(안) 제시에 있어 주안점은
선정 근거, 검토 과정에서 삭제 또는 수정된 내용, 쟁점 사항, 한국 내 실행 측면의 문
제점 등에 두고자 한다.
먼저 학생 수준 설문조사도구에서 산출 요인으로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취수준, 만족
도, 취업준비도 등 3개 요인이 선정되었다. 이들 세 개 요인은 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에서도 대학생 학습성과 변인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세부 지표 구성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 첫째, 자기보
고식 학업성취수준이 ‘같은 대학 재학들에 비해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 되
는가’를 묻는 지표로 측정되었는데 여기에서 설정된 비교 그룹의 적합성 문제를 사업본
부에 제기하였다. 학생들 입장에서 자신의 학업성취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할 때, 동일한
학과 내 동료와의 비교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동일한 학교 동료와의 비교는 쉽지 않기 때
문이었다. 하지만 한국 AHELO 사업팀의 문제제기에 대해 ACER측은 학생설문조사도구
의 문항이 자신의 속한 학과에 한정된 학습경험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학교육 경험을 조
사한다는 점을 고려, 일관성 유지에 비중을 두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둘째, 만족도 요
인의 경우, 대학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문항을 제외하고 최초에 제안된 세부 지표는 검토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조사결과의 활용도에 견주어 ‘설문조사도구 전체의 간명성’을 저
해하는 지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진입 준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중 최종학기 프로젝트 참여 지표가 삭제되었다. 동 지표는 미국의 capstone 프로
젝트처럼 연구과제 수행, 공연, 포트폴리오 작성 등의 형식으로 대학교육의 성과를 집약
적으로 보여주는 과목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다. 이에 대
해 한국 AHELO 사업팀은 국내 대학 실정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였고 설문조사도구 최
종안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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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학생 설문조사도구의 핵심 요인 및 지표
요인

측정 지표

한국 사업팀 의견

산출 및 성과 단계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 자기보고식 학업 성취 수준

∙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만족도

∙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
∙ 학습한 지식 및 스킬에 대한 만족도

∙ 부분적 동의(일부 국내 연구에서 만족
도가 교육의 질보다 대학 서열에 영향
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음)
∙ 만족도 세부 항목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최종학기 프로젝트 참여
∙ 학위과정 중 일 경험

∙ 최종학기 프로젝트 지표에 반대. 국내
실정상 변별력 부족
∙ 부분적 동의. 일의 내용이나 동기에 따
라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력이나 성격이
달라짐

취업
준비도

과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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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인
학업과제
수행경험

∙ 기대에 부응코자 예상보다 많은 노력을
들여 학업을 수행한 경험
∙ 과업시간: 수업 시간(주당)
∙ 과업시간: 수업이외 학습시간
∙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함.
∙ 수업 중 기억력 강조
교수･학습의 질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
∙ 수업 중 적용능력 강조
요한 항목임.
∙ 수업 중 통합과 구조화 능력 강조
∙ 수업 중 판단과 비판 능력 강조
∙ 수업 중 분석력 강조

일 경험/
기업에서
일 경험

∙ 부분적 동의
∙ 필수 교과과정으로서 요구된 일 경험(학 ∙ 한국 실정상 인턴십 경험을 포함하여
위 과정 중 지정된 시간)
정규과정으로서의 일 경험은 빈도가
많지 않음.

교수와의
상호작용

∙ 교수가 학업에 도움 되는 조언이나 의견
∙ 부분적 동의. 국내 일부 선행연구에서
제공
교수 이외 대학 직원과의 교류, 학업과
∙ 교수가 진로나 미래 학업과 관계된 지도
상관없는 교수 교류 활동은 학습성과와
와 조언 제공
의 상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됨.
∙ 교수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

능동적
학습환경

∙ 수업 외 동료와 학습 관련 교류 경험
∙ 부분적 동의
∙ 교수방법에 노출된 정도(강의, 그룹 학 ∙ 특히 질문/토론 경험, 그룹학습, 학습
습, 세미나 및 튜토리얼)
관련 동료와의 교류 등은 국내 연구에
∙ 수업 중 질문/토론 참여도
서도 중요한 학습성과 영향요인으로 보
∙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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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지표

한국 사업팀 의견
∙ 단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수방법과
학습성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투입 단계

∙
∙
인구학적 특성 및
∙
기타
∙
∙

성별
연령
출신 국가
부모의 최종학력, 현재 직업
주거 형태

∙ 부분적 동의
∙ 언어적 배경은 단일 언어를 쓰는 한국
상황에 부적합.
∙ 사회취약계층과 사회경제적 지위 항목
은 중복됨.

등록 관련 특성

∙ 부분적 동의
∙ 전일제/시간제 여부
∙ 전일제/시간제 등록 여부와 온라인 등
∙ 온라인 등록 여부
록 항목은 한국에서 변별력이 없음. 학
∙ 학자금 충당 방법: 개인, 정부 장학금,
자금 충당 방법에 대한 세부 분류 기준
정부 융자금, 대학 장학금
이 국가별로 다름.

진로 관련 기대

∙ 대학 졸업 후 기대하는 진로 (전공 관련
∙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취업, 전공 외 취업, 진학 등)

학생 설문조사도구에서 과정 요인으로는 도전적인 학업 수행 경험, 일반적인 일 경험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 교수와의 상호작용, 능동적 학습 환경 등 4개 요인이 선정되었
다. 도전적인 학업 수행 경험(Academic Challenge)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더 도전적인 과업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요인이다. 동 요인은 미국
의 NSSE 벤치마크 구성 요인 중 하나로서 대학생 학습성과 차이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요인은 총 8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게 된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예상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과업을 수행했던 경험, 수업 시간 그리고 수입 이외
의 학습에 투입한 시간, 수업 중 교수가 강조한 부분으로서 기억력, 적용력, 통합과 구
조화 능력, 분석력, 판단력과 비판력 등이 해당 8개 지표이다. 당초 이들 8개 문항 이외
에 동 요인의 측정문항으로 1개 지표가 더 거론되었으나 다른 문항과의 중복성이 지적
되어 최종 설문조사도구 지표 구성에서 제외되었다. 도전적인 학업수행 경험을 나타내
는 문항 중 일부는 국내 실증 연구에서도 학습성과와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최정윤
외, 2008; 최정윤･이병식, 2009).
이번 AHELO 실행가능성 연구에서 일 경험은 학생 설문조사도구의 중요한 과정 요인
으로 강조되고 있다. 필수 교과과정으로서 요구된 일 경험, 전공이나 학업과 관련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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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받고 일한 경험, 전공이나 학업과 관련이 없는 보수를 받고 일한 경험 등 3개 지표
를 사용하여 일 경험 요인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초안에는 인턴십 경험을 묻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사업팀은 인턴십 경험을 포함하여 필수 교과과정으로서의 일 경
험 문항에 대해 한국 대학에서는 해당 사례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체 참여국의 의견 수렴 결과, 전공이나 학업과 관련된 또는
관련되지 않은 일 경험은 지표로서 채택되었으나 인턴십 경험을 묻는 지표는 유의성 있
는 변량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일 경험 변인의 경우, 국내 고등교육 연구
의 소재로서 활용 사례가 제한적이어서 일 경험 지표의 국내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
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번 AHELO 실행가능성 평
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대학생의 일 경험과 학습성과와의 상관성 분석은 국내에서
는 다소 실험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즉, 국내 설문조사에서는 동 지표의 변량이나 학습
성과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히 낮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대학의 학생들이 일 경
험에 참여하는 정도와 일 경험과 학습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정보 자체가 국내 대학에
상당한 시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 역시 학생 설문조사도구의 과정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교수
-학생 상호작용은 대학교육 학습성과와 관련된 중요한 교육적 경험으로 간주되어 실증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습성과와의 유의미한 상관성은 여러 실
증연구(Kim & Sax, 2009; Cabrera, Colbeck, & Terenzini, 2001)를 통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측정 지표가 구축되어
있다. 초기에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간명성’ 준거에 근거하여 3개 지표가 삭제되었다. 학업 및 학교생활 지원 인력
그리고 행정직원과의 교류를 묻는 지표, 공식적 학습 이외 교수와의 교류를 묻는 문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국내 AHELO 사업팀의 검토의견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
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수와의 상호작용 중 학업과 관련이 적은 교류는 학습성과에 대
한 영향력이 없었다(김은경, 2005). 또한, 대학직원과의 교류도 학습성과와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정윤 외, 2008).
학생 설문조사도구에서 과정 차원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인은 능동적 학습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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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요인은 학습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대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습 환경이 대학 차원에서 얼마나 잘 조성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총 6개의 지
표로 동 요인을 측정할 것이다. 세부 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수업 외 동료와 학습 관
련 교류 경험, 다음과 각 수업방법에 노출된 정도(강의, 그룹 학습, 세미나 및 튜토리
얼), 수업 중 질문/토론 참여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학생 설문조사도구에서 투입/선행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 등록 관련 특성, 진로
기대 등 3개 요인이 선정되었다. 인구학적 특성 요인은 성별, 연령, 언어적 배경, 출신
국가, 사회취약계층 여부, 부모의 최종학력 및 현재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주거 형태
등 총 9개 지표가 논의되었다. 이 중 언어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취약계층 여
부, 주거 형태가 중복성, 다른 지표와의 유의미한 관련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되어 최
종적으로는 5개 지표가 남겨졌다. 등록 관련 특성 요인으로는 전일제/시간제 여부와 온
라인 등록 여부, 학자금 충당 방법에 관한 지표 등이 초기에 논의되었다. 이 중에서 학
자금에 관한 지표는 학과 간 변량이 지나치게 커서 일반화에 문제가 있고, 국가 간 학자
금의 성격이나 분류 기준에 차이가 커서 해석에 문제 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최종 설문조사도구에서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기대가 일종
의 통제 요인으로서 학생 설문조사도구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교수 설문조사도구에서 산출 요인은 교수가 인지한 학생 능력 요인이 선정
되었다. 초기에 동 요인의 측정은 교수가 인지한 해당 대학 입학생들의 수학능력 수준과
졸업생들의 수학능력 수준 등 2개 지표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참여국 검토 결과, 교수가
인지한 해당 대학 입학생들의 수학능력 수준 지표는 상당히 주관적이며 낮은 신뢰도 문
제가 지적되어 삭제되었다.
교수 설문조사도구의 과정 요인은 교육 질 제고 관련 보상 체제, 학부수업 중요도, 교
수 문화 등 3개로 설계되었다. 교육 보상 체제는 교수가 수행한 교육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보상 체제가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묻는 지표로서 측정될 것이다. 학부 수업에
대한 중요도는 대학 차원에서 부여하는 학부수업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지
표를 활용하여 측정할 것이다. 교수 문화를 나타내는 지표 초안에는 기관 차원에서 ‘학
습자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정도, 자신을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료교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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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여부, 교수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학습 관련 과업 수준 등 3개가 포함되었다. 하지
만,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정도에 대한 교수의 인식이 교육 지향적 교수 문화를
포착하는 지표로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초기에 교수 양태(teaching mode)가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주
는 교수 과정 요인으로 제안되었으나, 대학생 학습성과에 대한 설명력이 낮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요인 자체가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전문가협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전반적으로 교수 설문조사도구의 경우, 국내 실증연구 사례가 찾기가
쉽지 않아 이에 근거한 한국 AHELO팀 의견 제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교수 차원의 선행/투입 요인은 교수 개인적 특성 및 교수 업무량 등 2개 요
인으로 설계되었다. 개인적 특성에 속한 지표는 교수의 최종학위를 의미하는 자격 사항,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 직위, 학문 분야 경력 연수(年數), 성별, 사용 언어, 연령 등
이다. 참고로 지표 초안에는 교수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지만 교직이 아닌 직종에서 일
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간명성’ 준거와 신뢰도 문제로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연구, 봉사 및 행정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교수 업무량 요인을 나타
내는 지표로서 설문조사도구에 포함되었다.
<표 Ⅳ-14> 교수 설문조사도구의 핵심 요인 및 지표
요인

측정 지표

한국 사업팀 의견

산출 및 성과 단계
교수가 인지한
학생 능력

∙ 교수가 인지한 해당 대학 졸업생들의 능력 수준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과정 단계
교육 질 제고 관련
보상 체제

∙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상 체제

학부수업 중요도

∙ 대학 차원에서 부여하는 학부수업/연구 활동의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중요도

교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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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투입 단계
교수 개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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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지표
∙
∙
∙
∙
∙
∙

교수 업무량

한국 사업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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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다음은 대학 설문조사도구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과 지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 차
원의 성과 요인으로는 졸업률과 졸업생 성과가 채택되었다. 이들 요인은 이미 대학 차원
의 성과 요인으로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다(The 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and Higher Education, 2008). 대학 차원의 성과 요인 중 졸업률 지표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전체 입학생 중 학위취득자 비율을 통해 측정하는 졸업률 지표는 우리나라 현
실에는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고등교육통계나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국가 검토 의견으로서 제시하였다18). 동 지
표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교육성과 지표로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대학생
의 졸업 유예 현상이 확산되면서 향후 중요한 정책 지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해 졸업률 현황 및 졸업률과 대학교육 경험 및 학습성
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도출된다면, 우리나라 대학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될 것이다.
대학 차원의 과정 요인으로는 재정 지원, 학생 선발, 학생 지원 서비스, 학사 구조,
커리큘럼 특성, 국제화 등 6개 요인이 포함되었다(요인별 지표 구성은 <표 Ⅳ-15> 참
조). 커리큘럼 요인의 경우, 초기에 여러 지표가 제안되었으나 중복성 문제가 지적되어
커리큘럼 구성이 일반적 교육을 지향하는지 전문적 교육을 지향하는지에 관한 지표만이
남게 되었다. 국제화는 당초 외국인유학생 비율과 해외에서 최종학위를 이수한 교수진
의 비율 등 두 개 지표가 제안되었으나 외국인유학생 비율만이 최종안에 포함되었다. 해

18) 졸업률 지표가 고등교육통계나 정보공시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학생 취업통계에 입학년도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학별 졸업률 산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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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최종학위를 이수한 교수진 비율은 우리나라 전문가회의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동 지표는 국제화 지표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화 지표
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 국내 현실상 지표값 산출의 효율성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
어 지표 구성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하였는데 동 검토 의견이 반영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AHELO 고등교육 학습성과 분석 기본 모형’에 따르면, 대학 특성 요
인은 대개 대학생 학습경험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대학의
구조적, 조직적 특성 요인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습 환경과 환경 속에서 이루
어지는 대학생 학습경험을 일정 부분 형성한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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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된
다. 대학 유형상의 특성은 대학 예산 중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교육 및 연구 지향
성 정도, 대학이 제공하는 최고 학위 수준 등의 3개 지표를 통해 파악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범위, 대학 사명의 국제, 국가, 지역 지향성 등 3개
지표는 중복성, 모호성 등의 사유로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학 재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대학원 대비 학부과정 등록생 규모, 재학생의 성별과 연령, 대
학 캠퍼스 거주학생의 비율, 지역 출신 학생 비율, 외국인유학생 비율, 언어 배경별 학
생 분포 등이 사용될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층 학생 비율은 국가 선택 사항으로 남겨
두었다. 대학 소재지 측면의 특성은 대학 소재지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측정
하고자 하였다. 동 지표의 정의는 각국별 상황에 따라 채택하도록 허용되었다. 따라서
평가사업자가 제시한 인구규모별 분류안 대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으로 구분하
는 기준을 택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원의 특성 요인은 교원 수, 연구 및 교
육 전담 교수 비율, 성별 분포, 언어 배경별 분포, 연령, 외국인 교원 비율 등을 통해 파
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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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대학 설문조사도구의 핵심 요인 및 지표
요인

측정 지표

한국 사업팀 의견

산출 및 성과 단계
졸업률

∙ 졸업률(전체 입학생 중 학위취득자 비율)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하지 않음.
현재 졸업률 산출이 어려운 실정

졸업생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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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과정 단계
재정 지원

∙ 정부 지원 재정 비율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학생 선발

∙ 입시경쟁률 (1년 단위)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학생 지원
서비스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부분적으로 동
∙ 학습 관련 지원(지원 프로그램 혹은 지원 조직
의. 단, 지원 프로그램 유무만으로는
유무)
교육지원의 질을 측정할 수 없으며 학
∙ 학습 이외 기타 지원
습성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지원 프로그램 혹은 지원 조직 유무)
것으로 예상됨.

학사 구조

∙ 학위 수여까지 걸리는 연수
∙ 학위의 특수화･전문화

커리큘럼

∙ 커리큘럼 내 연구수행 과업 포함 여부(전공 영
역에만 적용)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 커리큘럼의 중점 사항 (general vs. specialized)

국제화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하지 않음.
한국에서는 통계치 산출이 용이하지
않은 항목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부분적 동의.
해외에서 최종 학위 이수한 교수진 비
율은 국내 고등교육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 유학생 비율

투입 단계

유형

학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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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부분적 동의.
일반적, 전문자격 지향 프로그램, 직
업 지향 프로그램 등 3가지 프로그램
유형별 졸업생 분포나 대학 사명의 국
제, 국가, 지역 지향성은 모호성, 주관
성 문제제기의 가능성.
대학이 제공하는 최고 학위 수준은 한
국 대학의 경우 변별력 없음

∙
∙
∙
∙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부분적으로 동
의
언어배경, 인종 등은 한국에서 필요성
이 낮은 지표

대학원 및 학부 등록 학생 수
재학생 성별 분포
재학생 연령 분포
거주형태별(캠퍼스 vs. 통학) 학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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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지표
∙
∙
∙
∙

소재지

교수 특성

한국 사업팀 의견

지역출신 학생 비율
언어적 배경별 학생 비율
외국인유학생 비율
사회적 배려 대상층 학생 비율

∙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의 도시화 정도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
∙
∙
∙
∙
∙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

교원 수
연구 및 교육 전담 교수 비중
성별 분포
언어 배경별 분포
연령
외국인 교원 비율

주: 밑줄친 지표는 최종 검토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AHELO 배경요인 영역에서는 학생, 교수, 대학,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보가 수집되어
분석에 활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AHELO의 핵심 분석 단위는 대학이다. 학습성과
평가를 분석하고 해석함에 있어 국가 수준의 분석은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 다만, 대학
의 특성과 학습성과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대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수준의 고
등교육 체제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는 있다. 이에,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
인과 지표를 설정하여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국가 수준
의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 요인과 지표는 주로 OECD Education at a Glance에서 추출
될 것이다. 국가 고등교육 체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과 지표는 <표 Ⅳ-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6> 고등교육 체제 수준의 요인과 지표
요인

측정 지표

한국 사업팀 의견

산출 및 성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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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률

∙ 입학생 중 최종 졸업생의 비율

관련 통계 확보의 어려움, 남학생 군
입대 문제 등으로 한국에서는 적합
성이 낮은 지표임.

졸업생 성과

∙ 졸업생 취업률
(학부 졸업 후 취업률(%))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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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 지표

한국 사업팀 의견

∙ 학업 지속률 (석･박사 진학률(%))
과정 단계
재정
국제화

∙ 전체 재학생 중 공립대 재학생의 비율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함.

∙ 학부생 중 해외 유학생 비율

교육의 질 및 여건 지표로서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 학위 취득 교수 비율
지표에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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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동의함.

학생 특성

∙ 성별
∙ 나이 (30세 이상, 20세 이하의 비율)

설문조사 항목 설정에 부분적으로
동의함. 언어 및 인종 지표는 국가
체제 차원에서 분석 필요성이 낮음

교수 특성

∙
∙
∙
∙

고등교육 부문
배경

성별, 연령
언어적 배경
출신 국가
최종 학위를 취득한 국가

교수 특성 지표는 국가 체제 차원에
서 분석 필요성이 높지 않음

다. 배경요인 영역 조사도구 개발
ACER가 이끄는 배경요인 평가사업자는 개념 틀을 설계하고 각 참여국의 견해가 수렴
된 핵심 요인 및 지표 리스트를 마련한 후 이를 조작화하여 설문조사도구(안)을 마련하
였다. 설문조사도구는 학생설문조사(Student Context Instrument: SCI), 교수설문조
사(Faculty Context Instrument: FCI), 대학설문조사(Institution Context Instrument:
ICI) 등 총 3종이 개발･사용된다. 또한 동 3종의 설문조사도구와 함께 각국 고등교육 체
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배경 정보(National Context Information: NCI)가
배경요인 영역 데이터 수집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OECD 사무국과 평가사업자는 평
가실시 이전까지 설문조사도구를 포함한 평가도구 일체의 비공개를 약속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개발된 설문조사도구의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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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경요인 영역 설문조사도구 번역
ACER가 이끄는 배경요인 평가사업자는 2011년 9월 3종의 설문조사도구(안)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각 참여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개조･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다. 전체
AHELO 사업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었기에 사업 본부가 개조･번역 결과의 질적 수준을
통제하면서 단기간에 과업을 완수해야 했다. 이에 배경요인 영역 평가사업자는 일반핵
심능력 평가도구 개조･번역과는 다른 작업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의 개조･번역 과정은 ① 해당 영역 평가사업자(일반핵심능력 영역의 경우 미국의 CAE)
가 평가도구를 각 참여국 사업팀에 전달하면, ② 각국 사업팀은 사업본부가 제시한 자격
기준에 맞는 번역자 2인을 섭외하여 이중 번역을 하고, ③ 국가사업팀이 수합된 두 개의
번역 결과를 통합하는 조정 번역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검토 의견과 함께 평가사업자에
제시하는 것이었다(Ⅲ장 참조).
이러한 과정 대신 배경요인 설문조사도구 개조･번역 과정은 ① 배경요인 평가사업자
인 ACER와 cApStAn가 초벌 번역을 주관하기로 하여 참여국별 번역전문가를 섭외, 초
벌 번역본을 각 참여국 사업팀에 전달, ② 각국 사업팀 내 전문가 1인이 동 초벌 번역본
을 1차적으로 검토, ③ 전문가협의회를 활용, 초벌 번역본과 전문가 1차 검토본을 가지
고 조정 번역, 번역 결과 수정에 대한 근거 및 의견 제시, ④ 참가국 번역팀에 의한 조
정 번역본을 평가사업자에게 전달, ⑤ 평가사업자(ACER와 cApStAn)이 섭외한 검토자
(verifier)가 각국이 수정한 조정 번역본 재검토, ⑥ 평가사업자(ACER와 cApStAn)가
주관하는 검토자(verifier)의 2차 검토 결과에 대한 각국 사업팀의 최종 검토, 의견 제출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배경요인 평가사업자인 ACER와 cApStAn가 마련한 번역 초안에 대한 한국 사업팀
검토 작업은 2011년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2011년 11월 현재 4단계 작업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번역 및 검토 작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CER와 cApStAn가 마
련한 번역 검토 파일의 일부를 이하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각 참여국
사업팀은 평가사업자 주관으로 개발된 평가도구에 대해 지적 재산권 보호 서약을 하였
기에 전체 평가도구를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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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요인 설문조사도구 번역 검토 내용을 간략히 점검해 보면, <표 Ⅳ-17>의 A열에
는 설문조사 문항의 영어 원문, B열에는 해당 문항을 ACER와 cApStAn측이 섭외한 번
역전문가 번역한 결과, C열에는 동 번역 초안을 각국 AHELO 사업팀이 검토한 결과, D
열에서는 국가 사업팀이 1차 번역을 수정했을 경우, 사유나 근거, 설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설문조사지 23항목, 교수설문조사지 15항목, 대학설문조사
지 47항목의 번역 결과를 조정하였다. 조정 번역 과정에서 부상한 몇 가지 문제점 및 의
문 사항을 평가사업자에게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설문조사도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학생의 학습 경험은 전공 관련 학습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사학위 전 과정에 걸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ACER와 cApStAn측 주관으로 실시된 최초 번역에서는 <표 Ⅳ-17>의 5열
에 제시된 것처럼 설문조사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대학생 학습 경험이 전공 관련 경험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배경요인에서 얻고자 하는 학습 경험에 관한 정보는
전공 관련 학습 경험이 아니라 대학 전반적인 학습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여 이의 수정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다. 둘째, 학생설문조사 산출 및 성과 관련
항목 중 대학생 학업 성취의 상대적 수준을 묻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교 대상이
명료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설문조사 항목 중 상당수 항목이 대학 차원과
학과 차원의 교육 상황을 묻고 있는데 한국처럼 일반핵심능력 평가국 입장에서는 동 문
항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삭제하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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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OECD AHELO 실행 가능성 연구의 평가 실행이 2012년에 예정됨에 따라
평가 실행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평가시행 관련 조직과 체제 및 조직 구성원의
기능, 참여대학 및 학생 표집안(공개설명회), 평가 실행에 필요한 인력, 관련 워크숍 및
연수 계획, 분석과 관련한 정보를 이 장에서 다루었다. 주지하다시피, 본 사업은 OECD
의 AHELO 사업 본부와 컨소시엄, 그리고 모든 참가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장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 중 적지 않은 부
분이 12월 초에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하에 2011년 11월까지 도출된
계획안과 정보를 최대한 본장에 반영하였다.

1.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사업 관리 및 운영 체제
가. AHELO 사업 운영 체제
OECD AHELO 사업은 크게 최종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EDPC와 IMHE GB, 참가
국 대표(Group of National Experts:GNE), 국가사업책임자(National Project Managers:NPM),
OECD 사업본부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는 이들 조직과 기관들의 역할과 구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19).

19) 본 절의 내용은 최정윤 외(2009)의 내용을 바탕으로 OECD의 Who's who in AHELO (2011)에서 최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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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OECD AHELO 사업 추진 체제

AHELO 사업 운영 관련 각 기관과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정책위원회: Education Policy Committee(EDPC)
OECD의 교육정책위원회는 OECD의 교육정책 업무를 위한 전략적인 방향 제공하고
AHELO 사업의 실행가능성 평가를 본조사로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사업 관
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고등교육기관관리프로그램 이사회: Programme for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IMHE) Governing Board
OECD IMHE 이사회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정책목표를 정하고,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이 그 목표와 설계 기준에 맞도록 시행하며, 참여국가와 고등교육 기관에 모든
시행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실행가능성 평가에 대한 총괄적 관
리를 책임지고, OECD 프로그램 및 예산 목적에 맞게 AHELO 사업의 정책 우선순위 결
정한다.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와 관심을 고려하여 AHELO 사업을 설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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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도 맡고 있다. OECD 국가 내 인증 받은 모든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협의체,
정부 대표가 IMHE의 멤버로서 활동할 수 있다.

□ AHELO 국가전문가: AHELO Group of National Expersts(GNE)
AHELO GNE는 IMHE의 부속기구로서 각 사업참여국이 임명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행가능성 평가의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 정책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
고 있다. AHELO GNE는 OECD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IMHE GB가 정한 정책목표에 맞추어 사업의 방향 조언
･ 입찰과정을 포함한 사업 설계와 수행 관련 결정
･ 참여 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과정을 반영한 평가도구 및 조 내용 개발 지표, 분
석, 데이터 취함 도구 개발의 우선순위 결정
･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사업 준비, 검토 보고서 완성 지도

□ 참여국: 국가전문가(GNE)와 국가사업책임자(NPM)
참여국은 IMHE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정책목표 결정과,
AHELO GNE를 통해 조사연구의 설계기준 개발, 평가의 틀과 도구개발에 참여하고 있
다. 또한 NPM을 통하여 합의된 행정 절차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사업 수행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해 사업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OECD 사무국: OECD Secretariat
AHELO 실행가능성 평가를 책임지고 총괄하여 관리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평가사업자 위임사항 준비 및 AHELO 실행가능성평가의 중요사항 결정시 정책적
차원에서 AHELO 참여국가 합의 도출
･ 구체적인 활동 수행 시 전문가와 사업자의 참여 유도
･ 실행가능성 평가 사업자에 대한 위임사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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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사업자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질 관리
･ GNE와 평가사업자 간 의사소통 채널 역할

또한, AHELO GNE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행가능성 평가 참여국과 평가사업자
간 이견 조율과, IMHE GB 및 EDPC에 연간 재정보고서, 정기적인 진행보고서를 제출
해 오고 있으며, AHELO GNE, 평가사업자, 참여국과 협력하여 통계분석 및 사업자보고
서에 기반한 실행가능성평가 최종보고서를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AHELO 평가사업자: AHELO Consortium
평가도구 설계 및 관리 전반을 대규모 평가사업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평가
사업자는 AHELO GNE의 지도 및 OECD 사무국의 모니터링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한다.

<표Ⅴ-1> AHELO 평가사업자(Consortium)의 구성 및 역할
모듈구분

업무 내용

담당 기관

Module A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 및 관련 자료 개발

미국 CAE, 호주 ACER

Module B

경제학 영역 평가도구 및 관련 자료 개발

미국 ETS

Module C

공학 영역 평가도구 및 관련 자료 개발

호주 ACER, 일본 NIER,
이태리 플로렌스 대학

Module D

배경요인 조사도구 개발

호주 ACER,
네덜란드 CHEPS, 미국 CPR

사업운영, 설문조사, 평가결과 분석

호주 ACER

Module E

평가도구의 번역과 개조, 번역의 검토, 참가국 번
벨기에 cApStAn
역의 질 관리
평가참여 표집안 설계

캐나다 Statistics Canada, 호주 ACER

□ 기술자문단: Technical Advisory Group
기술자문단은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운영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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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그룹으로, AHELO 사업의 주요 기술적인 부분들 (예: 도구 개발 절차, 샘플링
및 검사 설계, 번역과정, 채점 침 검증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표Ⅴ-2> 기술자문단 구성
성명

소속 및 직위

전문영역

Dr. Peter Ewell (Chair)

Vice President at the National
Center for Higher Education
Management effectivenes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학교육의 효과성과 성과 평가

Professor Vaneeta D'Andrea

Associate of Global Higher
Education Consulting

교육과 학습이론;
고등교육 정책

Professor Paul Holland

Frederic M. Lord Chair in
Measurement and Statistics at
Educational Testing

교육측정 및 평가

Professor Motohisa Kaneko

도쿄대학 사범대 학장,
대학관리와 정책 연구소 소장

교육경제학, 국제고등교육 비교

Professor Lynn Meek

호주 Melbourne대 교수

고등교육 정책

Dr. Keith Rust

Vice President Westat's
Statistical Staff
PISA의 표집과 가중치 설계

교육통계

Professor Frans Van Vught

President of the European
Center for Strategic Management
of Universities

다각적인 글로벌 고등교육

Professor Robert Wagenaar

Director of Undergraduate and
Post-graduate Studies

국제 고등교육 전문가

나. AHELO 사업 운영 체제
앞서 소개하였듯이 OECD 사무국과 AHELO 컨소시엄은 AHELO 사업을 총괄하고 전
체 참가국의 의견을 수합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본
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AHELO 사업 운영 체
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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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국내 AHELO 사업 운영 체제

□ 한국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학기술부는 AHELO 사업 참여 여부,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등과 같은 국
가 수준의 주요 정책적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평가 참여를 위한 분담금 납부 등의
예산 지원과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평가 참여대학 선정과 관련하여
조언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은 AHELO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평가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 실시 될 평가와 관련 평가 실행 총괄 및
평가 소요 인력 연수를 담당하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2009년부터
AHELO 사업의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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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AHELO 한국사업단 자문위원회
2012년 예정된 평가실행에 앞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AHELO 사업의 국내 실행 체제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사업의 확산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Ⅴ-3> OECD AHELO 사업 자문위원 명단(총 12인, 가나다 순)
성명

소속 및 직위

강홍준

중앙일보 차장

선정 사유
- 중앙일보 대학평가 담당
- 사업 홍보의 역할 가능

구연희

교육과학기술부 과장

- 주OECD대표부 3년 근무
- AHELO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 경과에 대한 정
확한 정보 보유.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가능

김경성

서울교대 교수

- 평가전문가, AHELO 평가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패
널에 한국 대표로 참가
- AHELO 평가도구 지속적 검토

김동원

고려대 기획처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위원장)

김정오

연세대 기획실장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

상동

박상규

중앙대 기획처장

상동

박영동

아주대 교무처장

상동

성재호

성균관대 기획처장

상동

신희권

충남대 기획처장

상동

한동근

영남대 기획처장

상동

- 대학 대학교육역량사업 주관 부서장
- 대교협 회장
- AHELO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
- 대학 대학교육역량사업 주관 부서장

평가 실행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대학의 여건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대학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로 자문
회의 구성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효과적인 평가 실행을 위해 대학의 교무일정과 대
학운영의 전반적인 결정권을 지니는 기획･교무처와 평가 및 내용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
여 원활한 평가 실행과 의견 교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평가의 내실화를 추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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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평가의 준비 단계부터 평가결과 활용까지 다각적인 측면의 조언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되는 자문위원회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사업 실행 계획
가. AHELO 평가 참여 대학 선정 기준 및 절차
AHELO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의 성공여부는 참가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교하고 치
밀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평가도구개발과 평가참여대학과 학생 표집과정에서 대표성,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만한 표집단을 이끌어 내는 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대학은 12월 말까지 선정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은 선정 절차를 거쳐서 참여
대학을 결정할 것이다.

[그림 Ⅴ-3] AHELO 사업 참여대학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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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LO 사업의 실행가능성 평가 단계에서는 참여대학을 현재 10개 대학으로 제한하
여 평가실행을 할 계획인데 OECD의 대학 선정 지침인 국내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
래와 같은 기본 표집안을 설정하였다.

<표Ⅴ-4> 대학소재지 및 규모를 고려한 표집안
구분

대규모(1만 명 이상)

중소규모(1만 명 미만)

합계

수도권

2개(3개)

3개(2개)

5개

지 방

2개(3개)

3개(2개)

5개

합 계

4개(6개)

6개(4개)

10개

※ 대학의 평가참여 신청 결과에 따라, 지역과 규모에 따른 참여 대학의 수는 다소 조정될 수 있음(괄호 안
수 참조)

위와 같은 표집계획 안에서 구체적인 대학선정을 하기에 앞서 국내 대학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
모든 4년제 대학이 아닌 평가참여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첫째, 내년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실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 사업목
적을 고려해야 한다. OECD 사업본부에서는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현 단계에
서의 이러한 사업 목표와 특징을 감안하여 각 참가국 내에서의 참여 대학을 10개교 정
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평가실행과 관련된 정보제공 또한 참여가능
성 대학을 위주로 실시할 것이다.
둘째,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하는 대학은 일정 수준의 인적, 재정적 자원과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AHELO 사업은 대학 내 학생과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와 조사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 표집과 모집, 대학
차원의 광범위한 통계자료 수집 등 다양한 과업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때문에 대학 입장
에서 보았을 때,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필요와 결과의 활용 방안이 분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AHELO 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리나라 국가 고등교육
의 대외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 실시되는 평가는 실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평가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대학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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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사업관련 기관에만 보고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참여국 내부 혹은 AHELO 사업
에 관여해 온 국제 고등교육의 이해당사자에게 한국 대학 교육에 관한 평판과 인상을 남
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표집을 추구한다는 원칙 안
에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교육역량이 보장 된 대학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AHELO 사업 설명회는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
도대학(ACE) 지원 사업 참여 실적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
이 모두 대학의 교육력 평가 및 교육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AHELO 사
업의 평가 참여대학의 교육역량과 함께 대학의 일정한 수준의 인적 물적 자원 동원이 가
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두 사업 참여 실적이 높은 대학을 사업설명회 대상
대학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AHELO 사업의 국내 연구진은 사업설명회를 12월 중순 중에 대학의 참여여부 의사를
수합한 후, 최종 참여 대학 선정을 12월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AHELO 사업 평
가 설명회를 거친 후 대학의 참여의사, 교육역량, 자문위원회의 추천 등을 고려하여 참
여대학을 선정하고 OECD 사업본부에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나. AHELO 평가 참가자 표집
참여대학 선정 후에는 참여대학과 협의 하에 평가 참여자인 학생과 교수 그리고 대학
수준에서의 평가를 총괄할 대학평가총괄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 작업을 2012년 1월까
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집단의 수와 평가참여자의 응답률 등이 일정선 지켜져야만 한다. 이에 따라,
OECD 사업본부는 평가 참여 학생과 교수의 수 관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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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5> 평가 참여자 정의 및 표본 수
참여자 구분

정의

총 샘플 수

최소필요 샘플 수

학생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전공불문

200명

150명

교수

학부과정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전공불문
보직교수/학과장은 제외

40명

30명

※ 보직교수나 학과장의 경우 학부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에 소요하는 시간보다 행정적인 업무에 할애하
는 시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설문평가에서 제외함.

각 대학에서 대학 4학년 재학생 200명과 40명의 현직 교수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참가국이나 대학의 사정으로 인해 평가 참여 학생이나 교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AHELO 사업의 Sampling Team과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가 끝난 후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최소한 75%이상의 유효한 답안과 설문지의 응
답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1개 대학 당 최소 학생은 150명, 교수는 30명 유효 답안 수를
설정하였다. 참여 학생 및 교수는 무선표집(Random Sampling)을 원칙으로 하였다. 자
원해서 평가에 참여하는 자원 표본 추출(volunteer sampling)은 평가결과의 의미 있는
분석이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응답자를 대
체하여 유효한 평가 답안수를 늘리는 자원 표본 추출방법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OECD AHELO 사업본부 차원에서 참가국에 제공하고 있는 샘플링 매뉴얼은 원칙적
으로 대학평가 총괄자가 참가대학 내 평가 참여가 가능한 모든 재학 4년생과 교수의 리
스트를 작성하고, 그 안에서 전공 혹은 재직 학과, 성별, 나이 등으로 구분하여 참여자
를 무작위로 표집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만일 대학평가 총괄자가 전체 참여 대상
가능자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모든 전공 학과 가운데에서
10개의 학과를 먼저 추출한다. 선정된 10개 학과의 과목 중 대학 4학년생이 필수로 수강
하여야 하는 과목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만약 4학년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전공필수과목 리스트를 골라내어 과목을 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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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선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가지 대안이 제안되었다. 하나는, 위에서 선정
된 10개 학과별로 1개 강의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들 10개 강의의 수강생 가운데 학생
을 20명씩 추출하여 200명의 대학생 표집을 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선정된 10개
학과의 재학 중인 대학 4학년생의 총 수의 비율에 따라 학과별 평가 참여 학생을 추출하
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기있는 학과에 학생이 몰려서 고른 표집추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해당 학과의 최소 학생 수를 10명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평가 방법, 절차 및 소요인원
평가도구 개발이 완료되는 2011년 12월 이후 미국의 CAE와 호주의 ACER는 평가도구
를 참가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참여 대학의 컴퓨터
시스템 준비 상태 점검 등을 2012년 2월 까지 마치고 2012년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평
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일반핵심능력 영역의 평가는 피시험자가
주관식(서술형)과 객관식(다지선다형) 두 종류의 시험을 모두 치르도록 되어있다. 주관
식 평가의 경우 2종의 수행과제중 하나를 이용 90분간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
고, 객관식 평가의 경우는 약 35개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된 시험도구를 이용하여 학생
들은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 영역을 불문하고 AHELO 사업 참가대상 학생과 교수 및 참가대학을 대표하
는 1명의 대학사업 총괄자는 배경요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AHELO 사업
의 평가분석 단위는 학생 개인이 아닌 대학이다. 따라서 배경요인 설문을 실시하여 대학
생의 학습성과와 대학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대학교육에서의 투입과 성과 요인 및 개
인적 혹은 조직적 변인 등과의 관계를 검사하게 될 것이다.
AHELO 사업의 평가는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서술형 시험의 경우 인터넷에서 제시되는 수행과제를 피시험자가 컴퓨터에 직접 서술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다. 객관식 시험 및 배경요인 조사 역시 컴퓨터를 이용
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실행에 필요한 예상 인력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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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6> 국내 AHELO 평가시행 인력 구성
평가진행 인력
국가사업책임자
(National Project
Manager)
자문위원회

책임업무

소요 인원

평가의 실행 운영 및 관리 총괄

1명

평가 실행 관련 조언 제공

12명

대학평가총괄자
(Institutional
Coordinator)

효율적인 평가 진행 및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도모
평가실행과 관련된 대학별 개별 사항 NPM과 논의
대학별 평가 시행 세부 관련 사항 총괄 (예. 컴퓨터시설
확보, 학생 참여도 제공 방안 등)
참가학생 및 교수 선정 관련 조언 및 협조
평가진행협조자 및 시험 감독 선정 조언 및 협조

시험장 관리자

평가시행용 컴퓨터 로그인 담당
시험 감독

시험 장소 1곳 당 1명/ 학
생 40명 당 1명

시험감독관

시험감독 총괄

20명 (참여대학 당 2명)
- 1명은 대학 직원
- 1명은 KEDI 직원

책임 채점자

채점자 워크숍 참석
채점단 연수
코딩가이드의 검토
채점자 간 이견 조정

채점자

서술형 평가 결과 채점
채점자 연수 참여 가능하고 논술 채점 경험 필요

Coder

객관식 시험문제 결과 코딩
배경요인 설문의 데이터 코딩
국내 연수 참여 가능하고 통계분석 유경험자

10명
(참여대학 당 1명)

1명

30명
- 20명은 참여 대학 재직
교수
- 10명은 KEDI 내 사업
담당자 및 외부 위촉
교수로 구성

채점자의 경우 위와 같은 대규모의 소요 인력을 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서술형
평가도구인 수행과제를 개발한 미국의 CAE는 답안지 하나당 채점시간을 1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학생 1명의 답안지를 2명의 채점자가 채점을 하여 결과를 취합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채점 소요시간을 최소한 670시간, 약 2박 3일 간으로 가

｜

161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Ⅲ): 평가영역별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정하여 약 30여명의 채점 소용 인원을 도출하였다. 평가시행에 앞서 채점자를 모집하고
채점자 연수를 2012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2011
년 채점자 대표 워크숍이 예정된 2012년 1월 이후에 수립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평가진
행 일정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Ⅴ-7> 국내 AHELO 평가진행 일정
단계

종료일

시스템과 관련 자료 개발
- 수행과제 검토 및 수정
- 배경요인 설문지 번역 검토
- 평가도구와 채점가이드 번역
수정
- 평가 관련 자료 내용 검토

09.30
10.15
10.31
11.15

참가대학 선정 및 필요 인력 모집
- 참가대학 선정
- 대학평가진행 코디네이터 모집
- 채점자 선정 및 coder 선정
- 시험감독 모집

10.31
11.31
11.31
01.15

평가도구 배정 및 연수
- OECD채점자 워크숍 참석
- 대학평가진행 코디네이터 연수
- 채점자 및 coder 연수
- 시스템 점검 및 시험 운영

11.27
12.15
01.15
02.10

평가 시행과 감독
- 평가데이터 컨소시엄 송부
- 국제 데이터 검토 및 확인

TBD.
07.10
08.31

국제전문가회의 참석

TBD

심리측정 및 통계 분석

02.10

데이터 관리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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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실행의 쟁점사항 및 당면 과제
내년에 실시하는 AHELO 사업의 평가는 그 목적이 전례가 없는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참가국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 서로 다른 고등교육 체제와 내용상의 다른 점 등
을 고려할 때 평가시행과 관련 다양한 논의와 쟁점 사안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추이로 볼 때 OECD는 2012년까지 실행가능성 검토를 마무리짓고, 2013년
에 AHELO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실행가능성 연
구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는 본사업 실시 이전에 평가 실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난관이 예상되는 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
으로써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평가실행에서 예상되는 쟁점사항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대학의 적극적 평가 참여 유도
OECD AHELO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
시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에 실시하는 평가가 실행가능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 대학교육의 책무성평가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학습성과 평가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일 것
이다. 실제로, 지난 10월에 개최한 OECD AHELO 국내 사업 운영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러한 시각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명문대의 경우 평가 참여로 인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 대학의 평가는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투입위주로 진행되어 왔
고, 대학의 명성에 따른 일반적인 대학의 서열에 대한 인식이 대학을 평가하는 기반이었
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성과를 평가하여 현 단계에서의 국내
대학교육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학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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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와 같은 AHELO 사업의 결과 활용 가능성은 피평가자 입장인 대학보다는 정책입
안자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활용 가능성은 대학의 개혁
의지 혹은 교육역량 개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
분한 요건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여대학의 수가 제한적이고 평가참여에서 기대되는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에
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2012년 실행가능성 평가 단계에서는 제한적인 수의 대학 참여로 평가를 실시하지
만, 2013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사업 단계에서는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할 만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의 하나로 미국 대학 평가 시스템중 하나인 College Portrait
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College Portrait는 우리나라의 대학정보공시와 유사한 시스템
으로 대학의 학습성과 평가 결과를 정보공시 항목으로 두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학을 평가하는 데에 하나의 데이터를 제공
한다는 의의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사업 단계에서 부터는, 학생의 학습성과에 관
심을 갖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표출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감안하여 AHELO 사업 참가 대학 혹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대학의
경우 대학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나. 평가 시행과정과 평가결과 채점의 공정성 확보
대규모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AHELO 사업의 경우 피시험자의 능
력 외의 요건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한
다면, 기기를 포함한 시험장소의 시설적인 측면,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련한 피시험자의
숙련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만큼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컴
퓨터 사용 숙련도의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교수의 경우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설 측면의 문제에 관하여, OECD AHELO 사업본부는 평가 시행에 앞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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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컴퓨터 시설이나 사양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AHELO 사업 평가 운
영진은 평가 예상 실행시기인 3월 말 이전에 OECD 사업본부에서 제시한 기준과 국내
대학의 준비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평가 실행 상의 질 관리를 수행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일반핵심능력 영역은 서술형 평가와 다지선다형 객관식 평가가
함께 실시될 것이다. 각 문제에 정답이 있는 객관식 평가와 달리 서술형 평가는 개별 채
점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성향이 평가결과에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점자 연수를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정교한 채점
가이드 라인을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65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Ⅲ): 평가영역별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1. 요약
최근 전 세계 고등교육의 주요한 트렌드 중 하나가 교육의 산출에 대한 관심이다. 대
학의 책무성과 교육의 질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대학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결과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학습성과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인 AHELO 사업의 출범
은 OECD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2008년 AHELO
사업 출범에 대한 OECD의 공식적인 결정과 함께, 우리나라는 실행가능성 평가
(feasibility study)를 포함한 동 사업 전반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일반핵심능력,
공학, 경제학 세 영역 가운데 일반핵심능력 영역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
초 연구의 성격을 지닌 2009년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학습성과의 개념과 외국의 대학생
학습성과 평가도구 및 정책적 활용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전년도(2010년) 연구는
AHELO 실행가능성 평가의 일반핵심능력 평가도구를 개조･번역을 통한 국내시행용 평
가도구 개발, 평가의 국내시행을 위한 전략적 참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Faculty
Academy 시행, 사업의 정책적 함의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올해
(2011년) 연구는 평가도구의 개발 작업과 함께 이들 시험도구가 국내 대학생의 일반핵심
능력을 평가에 적합성을 갖추도록 타당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II장에서는 OECD 사무국 차원에서 추진되는 AHELO 사업을 개관하였다. 먼저, 사업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의 목적, 평가영역, 평가영역별 참여국 현
황, 평가도구의 개요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요 사항이 논
의되는 국가전문가회의(GNE)를 회 차별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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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하였다. 그리고 OECD에서 참가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AHELO 사업의 중･장
기 계획 내용을 사업주기, 평가영역, 참여대학 등의 주제 별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III장에서는 국내 피시험자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평가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
도록 하는 타당화 작업을 기술하였다. 먼저, 타당도의 여러 유형과 개념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Cognitive-labs에 대한 설명을 위한 문헌 분석과 이 연구방법을 이용
하여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서술형 평가도구,
서술형 평가 채점기준표, 객관식 평가도구 별로 실시한 타당화 작업 및 타당도 검증 내
용을 기술하였는데, 평가도구 각각의 번역/개조 과정설명과, Cognitive-labs 실시를 통
한 학생의 반응 분석 등이 이 장에 포함되었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의 도구 검토를 통
한 내용타당도 검증과 학생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구를 정교화하는 과정 등이
본 장에 포함되었다.
IV장에서는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과정과 개발된 평가도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
다. AHELO 사업에서 사용할 평가도구의 개발 주체는 평가영역별 평가사업자이지만,
배경요인 설문조사도구 최종안 설계에 참여국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소개되었
다. 이에 따라, 평가시행에 있어서 배경요인 영역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 분석, 및 국내･
외 관련 선행연구 및 평가도구 사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배경요인 평가도구 개발 과
정과 2011년 11월 현재까지 수행된 작업 결과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 장을 구성하였다.
V장에서는 OECD AHELO의 실행 타당성 연구를 위한 평가 실행 체계 구축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평가시행 관련 기관과 조직의 체제와 맡은 역할을 소개하고 컨소시
엄과 자문위원회의 역할, 참가대학 및 학생 표집안, 평가실행에 필요한 인력, 관련 워크
숍 및 연수 계획, 분석과 관련한 정보를 이 장에서 다루었다.
VI장에서는 AHELO 평가사업의 정책적 제언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2012년
에 계획 된 평가 실행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
언을 담았다.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단위 대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적, 물적 지원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어서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을
다시 정부차원과 대학차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대학재정 지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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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합리화를, 질관리 시스템 구축, 대학의 선진화 정책 등의 정책 시행에 구체적인 데이
터로서의 활용 방안과, 대학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선, 재원 배분, 학과 시스템 구축 정
보 및 학생학습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정책 제언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업은 그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지난 3년간
수행되었다. 이제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사를 위한 실행계획
이 수립되었다. 2012년 상반기에는 개발된 평가 도구를 가지고 참여대학을 선정한 후
그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분석될 것이
다. 평가결과가 정부 또는 대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한국 고등교육의 개혁 및 발전의 주요
지표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를 준비해 온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에 터하여 AHELO 평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평가도구의 개발 및 평가 과정, 평가결과의 활용 측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Ⅵ-1> 성공적 AHELO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및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
구분

정부 차원

평 가 도 구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재정지원의 지속
개발 및 평 ･제도적 또는 법적 근거 마련
가과정
･평가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학 차원
･평가도구 개발 및 개선에의 적극적 참여
･평가 과정에서의 전문 인력 참여, 재정 부
담 등을 통한 기여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합리화 및 효율화 정
･자체 진단 평가 자료 활용
보로 활용
→ 교육과정 개선, 재원 배분 등
평가결과의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로 활용
･학과 평가 시스템 구축
활용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대학 체제 선진화 정
→ 학과 통폐합 등 학내 구조조정
책 자료로 활용
･학생 개인 학습 지원 서비스 강화
･대학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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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먼저 평가도구의 개발과 평가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사업의 성공적 수
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공적 평가 결과가 어떻
게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방안
❏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
･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재정지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먼저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재정
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학습성과의 국제비교를 위한 평
가사업은 한 두 해의 정책연구 만으로 그 정책적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 분담금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실행가능성 연구의 형태
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비용을 비롯한 관리 운영비 등이 소
요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고, 이
주관 기구의 운영관리비 등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 운영
관리비 이외 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또한 필요하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또는 시행령 개정
안정적 예산 지원과 함께 평가사업이 갖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
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또는 시행령, 시행세칙 등 대학평가 관련 조항의 제･개정을 통해
학습성과 평가 실시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학 학습성
과 평가의 결과를 정책적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공적 근거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평가 정보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구축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평가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평가사업을 주관하고 관리할 기구의 조직과 함께 평가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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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결과를 관리할 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필요가 있다. 평가사업의 업무별, 프로세
스별, 주체별로 관련 정보들이 생성될 것이고 이들 정보는 Database로 구축될 때 활용
도가 높아진다. 평가사업 과정 상 생성된 정보의 축적 및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무
엇보다도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요컨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관 기구를 조직하여 안정적 예산을
지원한다면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평가 사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단위 대학 차원의 지원
대학 학습성과 평가 사업에 있어서 대학은 평가의 대상이자 평가 결과를 가장 다각도
로 활용해야 하는 수요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대학의 관심과 지원은 평가사업의 성
공적 수행과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 및 범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평가도구 개발 및 개선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첫째 평가 도구의 개발 및 개선과정에 적극적 참여가 요청된다.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는 각 대학이 설정한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과 무관하지 않다. 이 평가 결과
는 개별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사회적 변화를 제
대로 반영한 인재상인지,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지
원체제가 합당하고 효과적인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반추하게 하고, 교육목적 및 목표의 수
정, 교육과정 개선, 교수학습 지원 전략의 수립 등에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제비교 평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평가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것
이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국내 교육 및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타당성과 함께 한국 고등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평가하
는 도구로서의 타당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및 대학 교
수들에 의해 검토된 바 있으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은 대학
이 처한 또는 지향하는 교육 목적 및 목표, 내용 등과의 관련성 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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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 단위 대학의 인적, 물적 지원
둘째, 평가결과 활용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개별 대학들의 인적, 물적 지
원 또한 필요하다. 평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된다. 특히 주관식 서술형 평가의 특성 상 채점 기준의 마련, 채점요원의 선정 및
교육, 실질적인 채점 수행 등이 평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간
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들 전문가들 대부분이 대
학의 구성원으로 생각된다. 개별 대학들은 대학 입시에서의 논술 전형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제비교 학습성과 평가 사업은 성공
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인적 지원과 함께 물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 평
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대학 차원의 참여가 있
어야 한다. 평가결과가 대학에 주는 유용성이 큰 만큼 대학들의 비용 부담 노력이 필요
하다.

나.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
대학 학습성과에 대한 국제비교 평가결과는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
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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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AHELO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

❏ 정부 차원의 활용 방안
･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합리화 및 효율화 정보로 활용
매년 정부는 대학에 대해 약 6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09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22개 정부부처에서 265개 사업을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20). 이는 GDP의 약 0.6% 해당하는 규모로 OECD 평균(1.2%)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지만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
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
에 따라 지원대상의 유형과 단위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가 선행
된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대학교육의 투입 및 성과지표를 토대로 대학들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있다21). 이러한 지원방식은 기존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지원 대학 선정 방식에 비
하면 비교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지만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과정과 성과에 대한 지표가
20) 이정미 외(2010), 고등교육 재정지원 발전방안 연구, pp. 45-90 참고.
21) 2011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 (교과부 보도자료, 2011. 5.9.)
성과지표 :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등
여건지표 :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입전형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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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전체 평가요소 중 투입요소에 해당하는 전임
교원확보율, 학생1인당장학금,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교육프로그
램 개선이나 교수 학습지원 노력 없이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대학들은 또한 재정지원금의 상당부분을 교육프로그램 개선보다는 투입요소에
재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재정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학습에 대한 적극적 혁신과 개선의 결과로서 학생들의 학습성과 제고 효과
를 측정, 평가하여 그것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지표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포뮬러방식에 의한 객관적 평
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대학생의 학
습성과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AHELO 평가 결과를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도구의 타당
성, 평가대상 표집 및 평가절차의 공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로 활용
2008년 이래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 관리 또는 책무성 확보의 일환으로 대학정보공시
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의 여건과 재정, 교원 및 학생 현황,
주요 산출 및 성과 현황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정해진 시기와 양식, 지침에 따라)로 공
개하는 제도이다. 2011년 현재 439개 고등교육기관의 13개 영역 총 64개 세부 항목에
대한 공시정보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개별대학별로는 물론이고 특정 항목에 대한 여러 대학의 정보를 비교검색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에 대해서는 순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
다. 학생충원율, 신입생충원율, 학생1인당교육비, 전임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대학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대학 교육 및 학
습의 여건과 과정, 성과 등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책무
성을 확보하고 대학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기초 정보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으로서 대학정보공시제 또한 대학의 여건 및 재정, 학생 및

176 ｜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교원 현황 등 투입 위주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 교육 및 학습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가 가능
한 평가의 수행 및 그 결과 산출된 평가결과는 이러한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 및 질 관리
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수준의 대학 육성 등 대학 체제 선진화 정책자료로 활용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고등교육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국가 간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이른바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국가 간
고등교육 경쟁력비교는 각국 정부 및 대학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
원(IMD)의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평가, 더 타임스의 세계 100대 대학, 뉴스위크지
의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 상하이교통대학의 세계 500대 대학 등과 같이 대학의 연구
와 교육 경쟁력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각국 정부와 언론들의 각광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의 연구와 교육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IMD 평가는 졸업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를, 더 타임즈와 뉴스위크, 상하이교통대학 평가는 투입요소와 대학 평판도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요소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논의한 바
와 같다.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학습성과에 기초하여 국가 간 대학 교육력 수준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AHELO 사업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행
가능성 연구 단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각국 고등교육의 품질 서열화를 시도할 수는 없
지만 향후 본사업 단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와 체제가 마련된다면 대
학 교육력에 대한 국제 자료로서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대학 교육 및 학습의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의 국제 비교정보는 국내 대학 체
제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대학들의 세계적 기준
에 따른 상대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 등 기
존의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재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의 대학
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정보의 확보
는 한국 대학 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매우 유용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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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여
1980년대 시작된 우리나라 대학평가체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천을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 평가체제는 여전히 몇 가
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설, 교원, 예산, 학자
금 지원비율, 교육과정 등과 같은 ‘투입요소’ 위주의 평가체제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끊
이지 않고 있다. 대학 교육을 통해서 그 대상인 학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보다는 인적･
물적 자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어느 정도 투여되었는가를 평가해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학평가를 강화하는 정책 추세를 따라 평가지표는 계속 정교화, 세분화되어 피평
가기관인 대학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착 대학교육의 성과는 취업률, 중도탈락
학생비율, 재학생 충원율 등과 같은 산출지표(output indicators)로 측정되고 있다. 이
들 산출지표는 대학교육이 사회로부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대학생활에 대한 학생
들의 만족도 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정착 대학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지 않다.
대학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투입요소의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
한 것은 학습성과이다. AHELO 평가 사업은 지금까지의 ‘투입요소 위주’의 대학평가의
패러다임을 ‘성과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실제 학습성과
위주로 대학평가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면, 투입요소 평가 부분 역시 최소화되어 피평가
기관의 평가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차원의 활용 방안
･ 교육과정 개선, 재원 배분 등을 위한 대학 자체 평가 자료로 활용
대학은 이제 대내외적으로 자체 평가에 기초한 대학 특성화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현재 대학이 처한 상황을 진
단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실제적인 노력
을 할 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대학 평가는 대체로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외
부평가가 주를 이루어왔지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는 인증평가에 국한하고 보다
실질적인 평가는 대학의 자체 평가를 확대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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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자체평가는 2008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더욱 공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대학 자체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대학 자체평가는 평가의 목표와 중점을
대학 자체의 수요에 맞출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대학이 대학 교육 및 학습의 과정에 대
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결과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적합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효율적인 교수학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지속적으
로 점검될 필요가 있는데 AHELO 평가결과를 이를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평가 시스템 구축 정보로 활용
AHELO 평가결과는 또한 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평가 시스템 구축
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대학들은 생존을 위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과평가를
통한 학과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유사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유망한 학과
를 신설하는 등의 학과 재편성과 이를 통한 대학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특성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에서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
고,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학과평가의 기
준들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학과평가 지표는 ‘교육’과 ‘연구’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지표의 경우, 신입생 충
원율, 수능점수, 취업률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지표들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학과의
교육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러한 대학 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대학의 발전
적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과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학습성과 평가
결과는 개별 학과의 교육력에 대한 직접적 측정결과로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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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습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한국 고등교육은 1980년 이래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과 함께 다양한 학생들이 대학 교
육의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대학 입학전형제도의 자율화 정
책은 대학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생 구성의 다양화는 기
회의 확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 및 학습의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기초 학습력이 낮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으로 인하여 보충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반대로 기존의 대학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층도
등장하게 되었다.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않
으면 대학교육의 성과가 제대로 달성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과 취업
등에 대한 통합 지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성과를 제고하려
는 대학 사회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최근 대학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생
학습 및 취업지원 체제를 보다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종
전에 취업만을 지도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의 생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학습과 취업지도, 더 나아가 취업 후 재교육까지를 포괄하는 통합적 학생지원 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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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OECD AHELO Project in Korea (III)
-Development of Test Instruments and Validity Improvement-

Head Researcher: Choi, Jeung Yun
Co-Researcher: Kim, Eun Young
Lim, Hu Nam
Kim, Jong Baek

World-wide concerns for accountability and quality of higher education have
increased
educational

the

importance

level.

Timely

of

students'

launched

learning

OECD

outcomes

AHELO

project

at

the

has

higher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s, and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project with high enthusiasm.

Korea partake in the Generic Skills Strand

among three different fields (Generic Skills, Engineering, and Economics). In
2009, KEDI carried out a research focusing on analysis of assessment
instruments of learning outcomes and their uses. And in 2010, the focus of the
research was a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focusing on adaptation and
translation of two performance tasks.
Development of test instruments for Generic Skills strand continues to be
this year's (2011) research focus. Newly added component, multiple-choice
questions and survey tools of Contextual Strand are adapted and translated this
year.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se tests and survey instruments,
increasing validity of these instruments is another focal point of this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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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hapter II provides an overview of AHELO project at the OECD level: First,
information such as background and the objectives of the AHELO project;
assessment areas; updat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brief explanation
about the instruments are explained. Second,

this chapter summarizes the

agenda and conclusion of eight GNE meetings. And finally, mid-and-long term
plans of the AHELO project are presented based on country surveys about the
project

cycles,

assessment

areas,

and

participat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Chapter III explains refinement process of the instrument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validity and enhancing applicability of the instruments in the Korean
contexts. First, this chapters begins with explanations of different concepts and
categories

of

validity.

Then,

the

chapter

reviews

literatures

about

cognititive-labs and analyzes cases that employ cognitive-lab method to
increase validity of test instruments. The next section provides outcomes of
cognitive-labs conducted for validity improvements of instruments including the
performance tasks, scoring rubric, and multiple-choice questions. In addition,
descriptions of adaptation and translation process and expert reviews of the
instruments are included in this chapter.
Chapter IV describes a development process of and information about
contextual survey instruments. This chapter begins with participating countries'
review outcomes of the surveys. And the ways in which countries' opinions are
reflected in the instruments are presented in the chapter III.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ontextual instrument, a significance of

contextual instruments

in assessing students' learning outcomes and case analysis, reviews of the
literatures are included in this chapter.
Chapter V explains about organizations of the OECD AHELO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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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functions related to the AHELO feasibility study
are presented. Detailed information about roles of consortium and advisory
committee, plans for selecting participating institutions; sampling guidelines;
necessary

resources

for

test

implementation,

training

plans

for

test

implementation staffs and schedules; and analysis of test outcomes are all
provided in this chapter.
Finally, chapter VI explor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HELO project and the
feasibility study. First, policy suggestions for both national and institutional
levels are recommended for a successful test implementation. Financial and
systematic supports; and human and material assists that need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participat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disscussed. In the next section, policy implications of the assessment outcomes
are explored at two different levels; governmental and institutional. At the
governmental level, the ways in which data of this project can be utilized are
explored. Possible policy options include: rationalization of university financial
assistance, establishment of quality assurance system, policies of advancem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t the institutional level policy alternatives
such

as

departmental

curricular
information

innovation,
system,

resource
and

allocation,

strengthening

establishment

service

programs

of
for

student learning are dicussed as a way of utilizing outcomes of AHELO project.

Keywords: OECD 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Quality Assurance, University Evaluation,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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