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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교육책무성 시스템 : 

텍사스 주 사례를 심으로

1)

Ⅰ. 

2008년 10월과 12월에 진행된 국가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학생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교사

들이 징계를 받아 사회  논란이 된 이 있다1). 다음 두 가지 뉴스는 교육  논의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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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특정 학년 학생 체를 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효

과성을 더욱 의심  하고 있다. 첫 번째 기사내용은 평소에 치러지는 간시험, 기말시험보다 

시험감독이 철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으며(2009년 1월 7일 KBS 뉴스), 두 번째 

내용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를 앞두고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 응 학생을 무더기

로 출 는 퇴학시키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2008년 12월 21일 한겨례신문 

‘아이들 내치는 비정한 학교’). 수 학생을 상으로 시험을 보고 그 성 을 공개하여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한다는 정책이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교사나 교육행정가의 자질, 도덕  해이 등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도

덕 ’, ‘교육 ’이라는 수식어를 빼면, 학교는 성 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략 에 하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덕 ’, ‘교육 ’이라는 수식어가 얼마나 요한 것인지를 

역설 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훌륭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

기 한 방편을 ‘비교육 ’ 내지는 ‘ 비가 덜 된 상태’의 교육정책의 집행은 역효과 는 의도

되지 않은 결과(unintended outcome)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결과가 교육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고 따라서 그 책임은 교사나 

교육행정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충분히 상되는 결과  하나 기 때문이

다. 그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경쟁을 강조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보상과 제재(制裁)를 

강조한 책무성 논의에서 충분히 상된다는 주장이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된 바 있다. 

다시 말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된 결과라는 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 로 교육책무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는 주로 외국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재 어떻게 운 되는가에 큰 심

이 있는 반면, 상치 못한 결과 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한 비  분석은 여 히 부족

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후자를 강조하는 비  분석이 시스템 개발을 방해하는 의도로 곧잘 

해석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도, 그런 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개발에 치 하여 

그 시스템의 타당도나 신뢰도에 역효과를 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텍사스 주정

부의 교육책무성 시스템에 근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은 당시 텍사스 주지사로 있던 George W. Bush가 

통령이 되고 난 뒤 텍사스 주에서 약 20여 년간 진행되었던 학업성취도 심의 책무성 시스템

을 ‘낙오자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이라는 연방정부 수 의 책무성 강화 정책에 도입함

으로써 찬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학력평가 실시와 그 정보의 공개  그 

1) 국가 수 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를 반 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시험 보는 날 체험학습 등을 실시한 

교사를 해임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해 2009년 12월 31일 재 부에서는 그 결정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

라고 단하 다.



결과에 따른 보상과 제재 정책으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고 인종  계층 간의 학업성

취도 격차가 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Grissmer & Flanagan, 1998; Skrla, Scheurich, & 

Johnson, 2001), 반 로 그와 같은 시스템이 오랜 기간 작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학업

성취도가 낮은 상태이며, 계층  인종에 따른 학생집단들 사이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어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게 되었다(Haney, 2000; McNeil & Valenzuela, 2000). 특정 주정부의 

교육책무성 시스템의 효과성에 한 국가  수 의 논란은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국내에서 확

립하고자 하는 기 단계에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로 인해 텍사스 주

정부의 사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의 순서는 책무성 개념에 한 소개를 시작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책무성이 연결되는 장

면을 미국 교육개 의 역사를 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 텍사스 주정부에서 교육책무성 

시스템이 어떻게 발 되어왔으며 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단 학교

와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요한 기 으로 삼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련된 쟁 과 이를 활용

하는 방식을 다양한 책무성의 해석과 연결시켜 논의한 뒤, 책무성 시스템을 국내 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일상의 경우에 책무성을 말할 때는, 일반 으로 한 사람이 특정한 일에 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해 정당화할 의무를 지닌다’(Popham, 2000: 283)라는 정의에서 찾을 수 있

는 두 가지고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과제’이고, 두 번째 요소는 그 과제

의 수행결과를 ‘정당화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본 요소는 책무성의 개념을 

교육  상황과 결부시킨 정의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령, “교육  책무성이란 지역교육청

이나 주정부가 맡고 있는 지역의 학교교육이 그들이 정해 놓은 목표 달성을 확증하기 한 제

반 과정(Rothman, 1995: 189)"이라는 정의에서도 성취하여야만 할 목표와 그 성취를 증명하려

는 일련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Macpherson (1996) 역시 책무성 체제에서 기

과 과정이라는 두 가지 가장 요한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 이라 함은 교육수행활동이나 

서비스를 단하는 근거라고 칭하고, 과정은 그와 같은 교육수행활동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목

으로 각종 자료를 수집, 축 , 보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도 와 비슷한 내용으로 책무성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두 갈래



로 갈라지고 있다(신재철, 2004; 김 철, 2004). 첫째는 책무성의 의미를 ‘account' 즉 설명, 계

산, 보고, 응답 등에 을 두어 이해당사자가 자신이 수행한 행 와 의무를 이행요구자에게 

설명하거나 자신의 행 의 정당성에 한 물음에 응답하는 정도나 능력으로 책무성을 정의하

는 경향이 있는데, 그 로는 유해종(1995)이 책무성이라 하지 않고 “회답성”(신재철, 2004: 109

에서 재인용)이라고 번역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윤정일(2004) 한 책무성의 개념을 “행

자는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그 결과에 해 보고, 설명,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행 에 

한 요구자는 결과  일련의 과정에 하여 보상, 지원, 처벌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 으로 해

야 할 일이 개되도록 하는 기제를 의미한다(p.6).”라고 종합함으로써 그 결과의 보고와 설명, 

정당화 과정을 요한 요소로 정의내리고 있다. 반면, 책무성의 개념을 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거나 책임과 의무의 이행으로 정의하면서 논의를 개시킨 연구가 있었다(김명수,2003; 신

석, 2004; 조석훈, 2004). 

그리고 그 두 흐름을 통합하는 경향도 있는데, 가령 책무성을 “개인이나 기 이 부여받은 권

한을 행사하기 한 투입과 변화과정  결과에 하여 이행요구자에게 보고, 설명하고 책임을 

지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신재철, 2004: 110).” 그리고 김 철(2004)은 “책무성은 단순하게 책

임과 의무를 다하는 수 을 넘어서는 더 극 인 의미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그 결과를 

보여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결과를 설명하고 보여  수 있는 능력과 상태를 강조하여 양성 (2004)은 책무성을 

‘설명책임/보고의무’라고 번역하면서 책무성을 주로 보상과 제재로 간주하는 성향을 지양하고 

‘보상과 학습’의 기제로 재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이와 같은 재해석은 책무성을 책임-권

한부여-결과설명의 순환 인 세 요소로 설명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 어떤 일에 책임

이 있다는 말은 특정과제를 수행할 주체와 그 내용에 한 규정을 사 에 정한다는 이고, 과

제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해서 필요한 것은 이 과제를 담당하는 주체의 합의가 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권한부여는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목표달성을 해 구체  실행 단계에

서 필요한 요소이다. 존하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부여받은 과제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런 제

약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부여가 이루어져야 책임 맡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결과 설명(accountability)은 최종 으로 합의에 의한 목표가 권한부여를 통한 실행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설명 는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달성이 이루어졌을 경

우에는 보상이 주어지며,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원인에 한 분석을 통한 학습, 

연수, 조정을 통해 다음에 수행해야 할 책임 부문을 재조종하고 그 다음 단계의 순환과정(책임-

권한부여-결과설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책무성으로 정의하 다(양성 , 2005). 



미국교육사를 보면 19세기부터 책무성과 련된 단 를 찾을 수 있다. 1817년 조지아주 교육

법에서 학업성취가 낮은 학교의 교사들에게 보수의 지 을 하는 조치라든지 (Georgia 

Education Law, 1965, Lessinger, 1970:114에서 재인용), 1867년 미교육부가 교육통계자료를 수

집, 보고하는 내용에서(Ogawa & Collom, 2000) 그 단 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1900년  

이후부터 교육에 한 일반주민 통제가 교육의 문성 확보라는 명제 앞에 교육 문가의 손

으로 넘어가는 신 교육성과의 결과에 한 보고를 일반 주민이 요청하게 된 것이다(Spring, 

2000; Tyack, 1974). 이런 요구는 교육  활동에 한 통제권의 견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재

산세가 교육재정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그 투자에 한 결과보고의 요청은 무나 

당연하 다(Lessinger, 1970). 국내의 책무성 논의가 1995년 이후에 격하게 증가하 다면, 미

국에서는 ‘책무성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Lessinger의 ‘Every Kid a Winner'라는 책이 발간된 

1970년을 꼽는다. 

1970년  미국의 학교는 1965년에 제정된 등 교육법(ESEA) Title I에 의거하여, 소득

층 학생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의 학생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해 이

미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 다. 따라서 1980년  이 에 강조되었던 책무성은 성과 측정, 성과

, 재정지원과 연결된 교육  산출물, 그리고 능력개발 등에 치 하 다. Pipho(1989)에 따르

면 1970년  동안 책무성의 주된 주제는 학업 성취도 평가, 로그램 평가, 교육목표의 설정, 

학습자를 한 목  열거, 계획 로그램 산제도(PPBS), 목표 리(MBO), 정보 리시스템

(MIS), 표 회계 시스템, 성과 인정 시스템으로 나타냈다. 

1980년 부터 시민들은 1970년 의 리와 재정  책무성 략과 함께 계속해서 미국 학교

의 학업과 련된 성과를 요구했다(Adams & Kirst,1999; Kirst, 1990). “ 기의 국가 : 피할 수 

없는 교육 개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 1983)”에서는 미국 학교의 

성공은 학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원회에서는 교육과정의 재조정, 학업성취에 한 

높은 기 , 엄격하면서도 한 교육과-평가-수업 기 , 시간 내의 과제 수행, 그리고 수업의 

질을 강조하 다.

1980년  반부터 1990년 까지 교육 책무성에 한 새로운 요구는 교육의 질을 국가에 

임하는 것으로 상징화 되었다. 가령, 부시 통령의 “미국 2000 략”은 국가의 교육 목표를 명

백히 규정하고 국가와 주정부의 학업성취도 보고서가 학생의 성취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클린턴 통령의 “목표 2000 : 미국 교육법(Educate America Act)”은 수업내용과 성과 기 , 

그리고 기 을 향한 진보를 측정하는 학생 평가를 증진시켰다(Adams & Kirst, 1999). 2001년 

낙오자 방지법(NCLB)은 성과 기 의 주요 조항, 한 연간 진행 목표, 개별학교 결과에 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한 몇몇 정보 시스템 평가의 타당성 

문제에 을 맞췄다(Linn, Baker, & Betebenner, 2002). 

요컨 , 책무성 운동은 교육에 한 지역사회의 통제에서 문가 심의 통제로 환한 것에 

한 보상  차원의 교육성과 보고에서 시작하여, 1960년 에는 인종차별 폐지, 사회경제  손

실에 한 보상, 장애인과 어 구사력이 부족한 인종에 한 고려, 교육재정 지원의 평등 추구

와 같은 가치를 강조하 다. 1970년 에는 성과 측정의 발달, 재정 지원에 따른 성과, 보다 나

은 리를 한 기법 등이 강조되었고, 1980년  이르러 과정에 한 평가보다 결과에 한 평

가를 강조하기 시작하 다(Elmore, Ablemann, & Fuhrman, 1996). 1980년  이후 미국의 책무

성 운동은 지역교육청  학교수 에서 학업성취에 향을 주는 다양한 투입요인과 조건을 고

려하면서, 과정보다는 학업성취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비교를 통해 성취 기 의 달성여부를 확

인하는 평가 등으로 환되어 왔다(Elmore, 1996; Fuhrman, 1994; Hansen, 1993; Murnane & 

Levy, 1996; O Reilly, 1996). 

Ⅲ. : 

텍사스 주정부의 책무성 시스템은 1993년부터 매년 모든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등 을 부여

하고 있다. 주정부가 주 하는 학력평가 시험도 2003년  학기부터 더 많은 과목과 학년을 

상으로 더 어려운 유형의 시험인 TAKS(Texas Assessment of Knowledge and Skill) 평가가 진

행되어 2004년 가을부터는 새로운 등  체계가 용되었다. 등 수 은 기 학력미달

(academically unacceptable) - 기 학력(academically acceptable) - 우수(recognized) - 최우수

(exemplary)라는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등 을 결정하기 해 주정부에서는 주학

력평가시험 성 , 4년 내 졸업률과 매년 측정되는 도탈락률을 사용하는데 일반 으로 특정 

기 을 설정하여 그 기 에 도달했는지 는 어느 정도 발 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등 을 

매기고 있다. 이때 모든 학생을 상으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인종과 경제  수 을 기 으로 

나  학생집단별로 책무성 지표를 용하여 등 을 매기게 된다.

주정부 책무성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학생들을 상으로 한 일

반  책무성 시스템과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들을 주로 상으로 하는 안교육기 을 평가하

는 안  교육책무성 시스템(Alternative Education Accountability) 이 그것이다. 이후에 설명

되는 부분은 주로 일반 인 책무성 시스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텍사스 주정부에서는 매년마다 학력평가시험(TAKS)을 실시한다. 시험 과목은 독해, 어, 작

문, 사회, 수학, 과학으로 나눠지는데 독해시험은 3-9학년 학생들을, 어는 10학년과 11학년을 

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작문시험은 4학년과 7학년생에게, 사회는 8학년, 10학년, 11학년을 

상으로 하며, 수학은 3학년에서 11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매년 시험을 보게 된다. 끝으로 

과학시험은 5학년, 8학년,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된다.

<표 1> 2009년 텍사스주 교육책무성 등 기

* 학업성취도 평가 지표에서 %는 최소기 을 통과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함

교육책무성의 등 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인 가운데 학업성취도 정보를 제외하고 졸업률과 

도탈락률이 있다. 졸업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이 4년 뒤에 졸업을 했거나 계속해

2) 각 평가등 에 한 기 은 텍사스 주교육법(Texas Education Code) 제 39조 024 에 따르면 텍사스 주교

육부 장 과 고등교육 원회가 함께 학 비도(college readiness)에 따라 각 과목에 한 평가 기 을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말한다. 기 은 최우수 등 의 경우 95% 이상의 졸업률

을 보여야 하며, 우수 등 은 85% 이상, 그리고 기 학력 등 은 75% 이상 졸업률을 보여야만 

한다. 최소한의 학생 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도탈락자도 최소 5명은 있어야 한다. 도

탈락률은 7학년 는 8학년이 재학 인 학교와 교육청을 평가하기 한 지표로서 매년 계산

된 것을 사용한다. 계산방법은 7학년과 8학년에 도 탈락한 학생 수의 총합으로 한다. 기 은 

도탈락률이 2% 이하인 것으로 정해져 있다. 최소 학생기 은 졸업률과 동일하다. 에서 언

한 세 가지 지표를 심으로 2009학년도 학교  교육청 등 평가 기 은 <표 1>과 같다. 

텍사스 주정부의 학력평가 기 은 부분 당해연도의 결과를 기 로 하고 있지만, 각 등 을 

정할 때, 당해연도 결과가 아닌 향상도 개념을 학업성취도, 졸업률, 도탈락률에 용하기도 한

다. 를 들면, 기 학력미달(academically unacceptable)의 평가를 받은 학교나 교육청이 기 학

력(academically acceptable)의 등 으로 상향조정될 때 학업성취도의 향상도(required 

improvement)를 고려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다. 텍사스 주 교육부에서는 과목마다 2년간 ‘기 학

력’의 등 을 받을 수 있는 기 을 사 에 설정하고 있는데, 를 들면 독해는 2년 동안 기 이상

의 학력을 보인 학생들의 비율을 70% 이상, 작문과 사회교과는 65%, 수학은 50%, 과학은 45% 이

상으로 정하고 있다. ‘기 학력미달’ 등 을 받은 어느 학교나 교육청의 성  향상도가 텍사스 주 

교육부에서 정한 그 기  이상이 되면 ‘기 학력’의 등 을 획득하게 하고 있다(Texas Education 

Agency, 2008: 23). <표 1>에서 ‘일정 이상 향상이 있는 경우’가 이를 의미한다.

1) 지역교육청의 책임

텍사스 주의 지역교육청이 주정부 차원의 책무성 시스템과 련하여 다음 세 가지 책임을 

지고 있다. 첫째는 법규를 수하는 일, 둘째는 정확한 학업성취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일, 

셋째 학교의 고유번호를 체계 으로 리하는 일, 넷째, 지역교육청 차원의 책무성 시스템을 

작동하는 일이다. 

부분의 주정부는 주정부 차원의 책무성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해 지역교육청과 단 학교

가 이행해야 할 사안들을 다음과 같은 법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단 학교의 운

원회에서는 일 년에 최소한 일회 이상 그 학교의 등 과 련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한 내용을 공론화하여 그 진행사항을 악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은 학생 개인의 학업성

취도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교육청은 웹과 성 표에 자신의 등 을 표

시해야 한다. 신학년도가 시작되고 10일 이내에 가장 최근의 등 을 웹에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1995년 텍사스 주입법부는 공교육보조 로그램을 제정하 는데 이 로그램은 내

용은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이 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에 재학 인 상태에서 같은 지역

교육청 소속의 학교나 타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교로 학하기를 희망하는 하는 경우, 이를 승

인해 주는 로그램이다. 이 때 학생을 받는 지역교육청은 일종의 지원 을 받게 된다. 넷째, 

기 학력미달(academically unacceptable) 등 을 받거나 인정유 /인정경고 수 의 지역교육

청(단 학교 는 교육청)은 주교육부 장 의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해 텍사스 주

정부에서는 특수교육, 직업교육, 이 언어교육, 연방정부 책무성 이행 확인 등의 역으로 나

어 학업수행정도를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한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지속발 계획(continuous improvement plan)의 양식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그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의 학업수행과 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우선순 를 정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결과와 목표를 기술한 뒤, 각 

목표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을 정하게 된다. 학교  교육청 등 을 정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정확한 자료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 제1차  책임은 

지역교육청이 지게 되는데, 각 지역교육청은 공교육정보 리시스템(Public Edu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각종 평가 정보의 수집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

다. 지역교육청은 9자리 수로 된 카운티-지역교육청-단 학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정보 리시

스템을 운 하고 있다. 학교가 신설되거나 폐교되는 경우나 2년 연속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정보를 통합하여 보고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고유번호가 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텍사스 주정부가 정한 책무성 시스템의 기  외에 각 지역교육청은 자신만의 책무성 지표를 

보완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가령 부모의 참여정도,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증진, 교육계획서에 나타난 목표 달성 정도, 같은 교육청 내 다른 학교와 성  비교, 교사연수

목표 달성 정도, 학교안 을 한 각종 조치 등이 요한 책무성 지표에 포함될 수 있다.

2) 주정부의 책임

주정부의 교육책무성 시스템 확립과 련하여 주정부가 담당해야 할 과제는 다음 세 가지이

다. 첫째, 교육책무성 시스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스템 안 장치는 교육책무성 시

스템의 통합을 보장하기 해 필요한 장치로서 각종 정보자료의 질 리와 의도  조작 방지 

등을 목표로 한다. 이는 궁극 으로  학교  지역교육청의 등 을 신뢰하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스템 안 장치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기 학력미달의 지 를 가진 학교가 서로 다

른 고유번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지역교육청을 떠나는 학생 악, 도탈락률 자료, 



학생평가자료, 훈육과 련된 자료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학생, 학부

모, 일반주민을 상으로 시험결과가 유의미하면서도 타당한지를 14  척도로 확인하는 작업, 

2008년  학기부터는 9학년 10학년 그리고 최종학년 시험을 보기 직 에 성실하게 시험에 임

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텍사스 주교육부는 매년 공교육보조 로그램에 속한 학교 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지

난 3년 동안  두 해에 걸쳐 TAKS 시험에 낙제한 학생들이 50% 이상인 학교, 는 지난 3년 동

안 한번이라도 기 학력미달의 등 을 받은 학교는 이 로그램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 기

학력미달 등 을 받는 학생 상은 체학생을 기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종과 경제

 상태로 구분한 학생집단에서 기 학력미달을 받은 경우에도 이 로그램 리스트에 포함되

는 사례도 있다. 이 로그램에 있는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학 가는 경우, 그 학생을 받는 

지역교육청은 기존 학생 수에 따른 교부 의 10%에 해당하는 지원 을 받게 된다. 

셋째, 텍사스 교육법 제39.071에 따라 교육부장 은 지역교육청에 인정지 를 부과할 수 있

다. 인정지 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심으로 한 책무성 등 과 재정상태 책무성을 기 으로 한 

등 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인정지 는 크게 인정, 인정-경고수 , 인정-유 수 , 불

인정-취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 부여의 기 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2008-2009년 인정지  부과 기

출처: TEA(2008), Accountability Manual, p.138.



3) 개입활동

주정부 책무성 시스템에 따른 개입활동은 텍사스 주교육부가 미래에 낮은 등 을 받을 가능

성이 있는 지역교육청과 단 학교를 추 하여 벌이는 활동에 해당한다. 개입활동의 목표는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학교발 계획에 집 , 자료분석  충실한 자료의 확보에 있다. 

기 학력미달 1년차에는 단 학교에 개입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개선이 요청되

는 역에 한 자료분석과 함께 학교발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지역교육청도 단 학교와 유

사하게 그 해당지역에서 학업증진을 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텍사스 교육법 제

39.1322에 따르면 기 학력의 등 을 받은 학교가 다음 해의 기 으로 보면 기 학력미달을 받

을 것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직의 목 은 일종의 경고 

시스템으로서 다음 해에 기 학력미달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와 달리 우수학교에 한 면제사항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텍사스 주 교육법 제39.112에 

따르면 최우수 등 을 받은 지역교육청과 단 학교는 범죄행동, 연방  주정부 교육 로그램 

필수사항, 교육과정, 공교육 책무성, 특별활동, 피고용인의 권리와 이익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IV. 

텍사스 주정부의 단 학교  지역교육청 등 평가는 졸업률과 도탈락률이 포함되어 있지

만 핵심은 주학력평가시험 성 이라 할 수 있다. 교육책무성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강조

되었던 사항은 주정부 차원의 교육과정과 평가의 기 을 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작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교육개 사에서 표 심교육개 (Standard-Based School Reform)

으로 불려졌다. 

이 장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 심교육개 의 효과성에 한 논쟁을 

살펴 본 다음, 텍사스 주정부 교육책무성 시스템과 련된 쟁 과 연계하여 그 시사 을 탐색

하고 2장에서 논의한 책무성의 개념 가운데 내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 해 논하

기로 한다. 

표 심 교육개 과 련된 논쟁은 주로 다음과 같다. 표 심교육개  운동은 교수와 학

습에 향을 주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는가? 이 운동을 통해 소외계층의 학

생들은 과연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고 있는가? 다시 말해 시험을 강조하는 방식의 교육개

이 과연 교육의 질 향상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비슷한 효과를 제공



하는가에 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표 심교육개 안이 소수 인종

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향상에 요한 수단을 제

공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Porter(1994)와 같은 다른 연구자들은 표 심의 시험에 해 다음과 

같은 염려를 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기 은 교육의 범 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교수활동도 기능  방법에만 치 하게 

만든다. 결국 학업성취도를 강조하는 교육활동은 가난한 학교와 부유한 학교, 우수한 학생과 그 지 

않은 학생, 문성이 높은 교사와 자신의 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간의 차이를 고려하기

에는 무 경직된 시스템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p.430).

표 심교육개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련된 쟁 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시험 자체에 한 논쟁, 즉 표 화된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한 것이다. 표 심교육개  운동에서 시험이 주목을 받게 된 이래, 검사의 타당도, 내용의 

편 함, 고차원  사고의 경시, 그리고 련성이 매우 제한 이며 선다형 시험이 갖는 효과성

에 한 근심이 교육측정 평가 심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제기되었다(Baker, 1989; Herman, 

1989; Shepard, 1990). 그리고 시험이 진행되면서도 발생하는 각종 오차도 자주 논란거리가 되

었는데, 가령 시험 수는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의 목 과 측정의 오류가 합해진 것이며, 시험 

당일 학생의 건강 조건과 같은 외 인 오류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에 근거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시험 수의 증가가 실제 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의미 있는 향상을 의미하는

가에 한 문제를 제기해왔다(Cannell, 1987; Linn, Graue, & Sanders, 1990; Shepard, 1990).

두 번째 논쟁은 표 화된 시험체제가 교사들의 행동과 신념 체계에 미치는 향에 한 것

이다. Haney(2000)와 다른 연구자들은 표 화된 시험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매우 좁게 해석하

고 이를 달하는 교수법 한 제한하는 결과를 래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심리  차원에

서 불안, 혼란, 두려움, 수치, 화, 그리고 불신을 진시켰으며, 소외감과 무능력의 지각하게 만

들었으며, 시험 비와 실제 시험 실시 등으로 다른 교육활동의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래

했다고 주장했다(Brown, 1993; Romberg, Zarinnia, & Williams 1989; Smith, Edlsky, Draper, 

Rottenberg, & Cherland, 1989; Smith, 1991).

세 번째 논쟁은 표 화된 시험과 교육의 공정성 사이의 계에 한 것이다. 몇몇 연구는 표

화 시험이 교육  불공평을 강화하는 결과를 래했다고 주장했다. 성 이 낮은 학교에 다니

는 학생은 불리한 치에 처하고, 높은 기 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수업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나(Orfield, 1999), 도시와 취약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교사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연수를 게 받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그 이다(Alington & Walmsley, 1995). 사회경제

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강화된 시험제도로 인해 유 을 해야 하거나 퇴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 다(Gordon and Reese, 1997; Haney, 2000; Hoffman, Pennington, 

Assaf, & Paris, 1999; Kozol, 1991; McLaughlin, Shepard, & O'Day, 1995). 결국 학교교육에서 

근본 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한 진지한 논의가 없거나 교육활동을 한 충분한 재원

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 향상, 성과 강조, 수월성 추구라는 목표 달성은 회의 일 수밖

에 없다.

네 번째 논쟁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에 한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텍

사스 주와 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정보를 일반에게 보고하는 체제 확립과 련하여 뜨거운 

논쟁을 래하 다. 어떤 연구자는 이런 학업성취도 확인 시스템이 확립되어 운 됨으로써 다

른 주와 비교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 다(Grissmer & Flanagan, 

1998). 이들은 이와 같은 정보공시 체제가 형평성을 증진시키는데 다음과 같은 결정 인 역할

을 했다고 주장했다. 1) 지역교육청 계자와 그 지역 주민들이 학업 성취도 차이에 보다 집

하게 되었고, 2)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자신에게 속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책무성을 갖게 되

었다고 주장하 다(Skrla, Scheurich, & Johnson, 2001). 이에 반해  다른 부류의 연구자들은 

텍사스 주정보가 보고한 학업성취도 증진은 오도된 것이며(Klein, Hamilton, McCaffrey, & 

Stecher, 2000), 소수인종 학생들의 성 이 특히 낮게 나타나(Haney, 2000; Natriello & Pallas, 

1998), 이와 같은 학업성취도 공개 시스템 이 궁극 으로 돕고자 했던 학생들에게 오히려 해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McNeil & Valenzuela, 2000).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학교를 지원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

고 압박을 가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 학교를 지원하는 기제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은 시험자료가 교사에게 요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어 종국에는 학교개선과 

지역교육청의 발 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을 두고 있다(Glatthorn, 1994; 

Rozum-Pratto, Gontarz, Flint, & Thomas, 1997). 반면, 어떤 연구자들은 시험성  보고시스템

은 보조 인 도구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행정가가 강압  수 의 교실수업 개선 명령의 형

태로 활용되고 있음을 비 하기도 하 다(Darling-Hammond, 1997; McDonnell & Elmore, 

1987; Porter, Smithson, & Osthoff, 1994). 물론 이 둘의 입장을 동시에 취하는 연구자도 있는데 

가령 Baber와 Phillips(2000)는 학업성취도 평가 보고 시스템이 압력기제로 작용하는지 지원기

제로 작용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쓸모없다고 주장하 으며, Wilson과 Floden(2000) 한 표

심교육개 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교사마다 이 보고 시스템을 인

식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됨을 지 하 다. 

요약하면, 표 심교육개  운동에 한 논쟁은 측정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 교사들의 행

동과 심리 인 양상에 시험이 미치는 정   부정  향,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데 학업

성취도 평가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성취도 평가 정보의 이용이 어떤 기제



로 작동하는가 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이 네 가지 쟁 에서 공통 으로 부각되는 요소는 첫째, 연계의 부족, 둘째, 형평성, 셋째, 실

행가능한 여건(capacity)로 볼 수 있다(Goertz, 2001). 첫 번째 쟁 인 연계의 부족은 교육과정

의 기 과 시험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텍사스 주정부의 경우 주정부 교육

과정(Texas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와 주학력평가(Texas Assessment of Knowledge 

and Skills)가 다루고 있는 목표가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학업성취도 정보가 교

수-학습 활동에 실질  개선을 가져다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형평성과 련해서는 표 심교육개 이 ‘모든 학생’을 한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

으로 한다는 이다. 따라서 모든 집단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정한’ 형식으로 

비교되고 활용되어야만 특정 계층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는 이다. 이 에서 텍

사스 주정부의 교육책무성 시스템에서 학교나 교육청의 등 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학생집단

을 나 는 기 과 향상도를 고려한 등  조정 노력은 보다 공정한 비교를 통해 해석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있다. 소외계층으로 알려진 소수인종의 학생집단이나 소득계층의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 향상을 동반하지 않은 학교나 체 교육청의 평균 인 학업성취도 수 만으로 좋은 

등 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이나, 각 등 을 정할 때 그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당해연도 학

업성취도 결과뿐만 아니라 향상도를 고려함으로써 그 취약한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은 책무성 시스템에서 형평성 추구의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확립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이다. 

Fullan(2001)에 의하면, 지 까지 표 심교육개 은 주로 지원과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이 개

안들을 수용하도록 유도하 으나 그 효과에 해서는 회의 이라고 지 하면서 ‘집행’에 더 

많은 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 다. 그는 학생들의 성 이 시기 하게 제공되고, 성 을 

활용하여 학교를 개선할 수 있는 학교행정가의 리더십이 개발되며, 학교수 에서 시험성 을 

활용한 다양한 연수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 다. 

교육의 책무성과 련된 논의에서 교사나 교육행정가들에게 책무성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

라 그들이 자신의 교육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책무성의 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흔히 외

재  책무성과 내재  책무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두 근법의 차이는 앙집권  정책결정과 

계를 강조하는 리더십 강조 경향에서 교사리더십, 분산  리더십, 권한배분을 강조하는 경향

의 차이로 설명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향을 기 로 연구자마다 독특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 에서는 그와 같은 근법을 제시하여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 공개,  활용의 안을 

탐색하기로 한다.

표 심교육개 을 정책에 심이 많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그리고 지역교육청 수 에서 

설정된 각종 법률이나 규제를 심으로 하지 않고, 민간부문이 공공부문과 력 계를 맺는 방



식(civic-minded approach)(Bracey, 1999; Fitz & Gorard, 2000)과 학교내부에서 교육과정  평

가, 교수법 등에 한 기 을 탐색하는 방식(inquiry-minded approach)(Rallis & MacMullenm 

2000) 모두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교사와 학교행정가의 실행가능 조건의 

확립이고, 둘째는 학교교육활동에 해 교사나 학교행정가도 설명 가능한 책무성의 공유이다. 

책무가 있다는 말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책무성은 피드백에 

의존한다; 그것은 결과와 함께 성과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책무성은 결과에 한 것뿐

만 아니라, 모든 교사의 행동에 한 모든 양상을 의미한다. … 간단히 말하면, 책무를 가진 교사는 자

신의 활동을 평가하여 이후 개선을 한 정보로 활용하는 자들이다(Rallis & MacMullen, 2000: 769).

교육자들에게 책무가 있다는 의미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 정보를 해석하는 것과 학교 개선을 해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한 그것은 “그들 자신의 기 의 설정이나 외부 기 의 소유권을 받아들임으로써 

교육  목표를 정의하는 반성 인 탐구(Rallis & MacMullen, 2000: 770)”를 통한 교사의 참여

를 추구한다. 바꾸어 말하면, 내재  책무성이다. 

내재  책무성을 달성하기 하여, 학업성취도 정보는 반드시 특정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LeMahieu(2000)에 따르면, 정보는 반드시 모든 계자에게 이해가능하고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상, 타당도와 신뢰도 쟁 과 연 되는 이 특성은 학교 변화를 성공시키기 한 어떤 

다른 노력보다 앞서야 한다. 내부의 책무성 달성을 한 정보의 두 번째 특성은, 교육여건을 강

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업성취도 정보 공개시 시험 수와 같은 단일 결과변수가 아닌 교육과

정 변수가 동시에 기술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정보는 반드시 질 으로 풍부해야 하며 간소화 

되거나 지표나 통계  합성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보는 정보 인 라스트럭

처(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통해 이용가능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은 결과를 찰

하고(monitoring), 목표 성취를  설명하고, 유용한 개선을 한 정교한 정보 리 시스템이 개

발되어 운 될 필요가 있다(Scheerns, 1991).

Ogawa와 Collum(2000)에 따르면 정보 리 시스템은 풍부해진 지표를 처리하기 한 첨단 

기술과 재정 인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과 연 된 많은 자료가 있는데 를 들

면, 학생들의 인구 통계, 그들의 입학 과정, 교육과정, 학습 태도, 도탈락률, 부모 반응, 표

화 된 시험 수, 교사가 만든 시험 결과, 수행평가의 결과 등이다. Ogawa와 Collum(2000)은 

이러한 자료를 ‘ 도’와 ‘복잡성’으로 기술하 다. 도란 보고서에 나타난 변수의 수를 의미하

며, 복잡성은 그 변수들 간의 계의 수를 의미한다. 학업성취도 정보의 보고체제는 상 으

로 덜 난해하고 복잡하지도 않은 반면, 학교에 한 책임은 강하게 묻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반



면, 정보 리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하며 다양한 교육  지표 설정을 조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주정부에서는 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한 술로서 최소한의 도를 지니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학업성취도 검(performance monitoring)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

다(Selden, 1994). 

문제는 그런 시스템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더라도 집을 

상으로 한 표 화 시험의 정보가 교사들에게 별 의미가 없다면 그 사용은 매우 제한 일 수밖

에 없다는 이다. Popham(2000)은 의미 없음(meaningfulness)에 한 두 교사의 반응을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교사들은 주정부가 실시하는 책무성 시험에 직 으로 연 되지 않은 내용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른 교사들은 시험지를 복사해서 그 시험문항을 심으

로 가르쳐 비슷한 내용의 시험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

게 책무성 시험은 진 이나 졸업에 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요한 내용을 가장 

효과 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p.287).

학업성취도 정보의 활용은 교사들만큼 학교행정가들에게도 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Schein(1992)은 학업성취도 정보를 다루는 능력을 리더십 요인 가운데 요한 것으로 고려하

다. 를 들어 학업성취도 련 정보를 효과 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재 소에 그 정보를 

배분하여 그 학교에 맞는 형태로 환하여 의미있는 피드백을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능력을 강

조하 다. Fleck(1999)은 등학교 교장이 학교를 효과 으로 운 하기 해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주목하 다. 그 밖에 문제해결자와 의사결정자(Leithwood & 

Steinbach, 1995), 문  평가자(Glasman, 1994; Stufflebeam, 1996, Fleck, 1999에서 인용)로서 

교장은 의사결정과 리더십 활동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재의 책무성과 표 심교육개 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육자들이 외부로부

터 책무성을 부과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극 이고 정 인 

교육자들의 역할이 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  시스템의 소우주(microcosm)다. 

“교사들은 학교 개선을 한 모든 노력의 심에 있고, 그들의 인 참여와 지도성이 없이는 

어떤 교육개 을 향한 움직임-아무리 잘 계획되거나 야심 이라고 해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Lieberman & Miller, 1999: 20)”는 지 은 2000년  반의 미국의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2009

년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   그 결과 공개가 성공하기 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V. 

2009년 에 등학생 4학년부터 학교 3학년생을 상으로 한 진단평가가 실시되었다. 학

력진단에 목 이 있다는 논리와 성  공개와 비교를 통해 유발될 수 있는 각종 역효과에 한 

비 이 공존하는 시 에서 과연 이 이 제시하고자 하는 시사 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에 

해 고민하면서도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미국의 사례 는 미국의 특정 주정부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사 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그와 같은 책무성 시스템이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국내에서 요청되

고 있는 상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텍사스 주의 

경우 다른 주들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높았지만 학력은 낮은 편이었다. 학생들의 성 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주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자는 주장에 따라 1979년부터 범 한 교육책무성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 다. 여기에 불평등한 재정 교부 상이 정치 , 법  논쟁 상이 되었

던 당시 상황으로 인해 재정 상태와 련된 책무성 시스템에 한 요구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1993년 단 학교와 교육청의 등 평가가 정착되는 데는 1980년에서 84년까지 시행된 Texas 

Assessment of Basic Skills 시험, 1985년에서 1992년까지 시행된 Texas Educational 

Assessment of Minimum Skill 시험, 그리고 그 뒤를 이어 Texas Assessment of Academic 

Skills 시험 확립의 기간이 있었다는 이다. 

둘째, 학력평가 시스템의 변화는 과목과 난이도, 그리고 상의 확 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와 교육청의 비교도 학력지표 외에 출석률이나 도탈락률의 지표의 활용, 그

리고 학생집단을 인종과 사회경제  배경 변인을 통해 나 어 책무성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등 ‘보다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이다. 공정한 비교를 한 시스템의 진

화는 일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을 상으로 한 일반 책무성 시스템과 안

 교육기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한 책무성 시스템의 분화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특수

아동을 한 별도의 학력평가시험의 시행, 어 숙련도에 따른 다양한 시험체제의 확립 등은 

다양한 학생집단들을 고려한 학력평가와 이를 기 로 보다 공정하게 교육기 을 평가하고자 

노력한다는 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학교와 교육청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표  지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출석률, 도탈락률을 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출석

률 신 고등학교 졸업률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다. 미국의 등교육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 온 것은 높은 도탈락률이었다. 텍사스 주 역시 고등학

교에서 높은 도탈락이 심각한 문제로 여 히 남아 있는데 이를 지표로 활용하기 해 고등



학교 졸업률을 교육기  평가지표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졸업률 지표는 학교 학생들을 상

으로 한 도탈락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지표로 이해될 수 있어 재 진행되고 있는 텍사스 

주정부의 교육책무성은 ‘학업 성 ’과 ‘ 등교육과정의 이수’에 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낮은 평가를 받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상으로 한 각종 개입 는 개선활동의 노력

은 교육청 는 학교개선을 한 특별조직을 구성하여 지속 으로 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이다. 2008년 교육책무성 매뉴얼에 나타난 

원칙을 살펴보면, 크게 학교를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과 지역교육청을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을 

5년 동안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

는 장학활동과 최근의 학교컨설 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을 교육

장에 기술 으로 용할 때 리통제의 방식으로 개되는가 아니면 개선을 한 학습의 기

회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개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다섯째, 학업성취도 평가를 체 상으로 확 하고자 하는  시 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와 

련된 주요 쟁 에 한 학술  논의는 지속 으로 확 될 필요가 있다는 이다. 표 화된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한 논의, 학력평가시험을 통한 기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교사  

교육행정가, 그리고 학생들의 행동과 신념체계에 미치는 향,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통한 등

결정시 공정성에 한 논란,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개선을 한 자료로 활용하는 방

식 등과 련된 학술  논의 등이 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이다.

여섯째, 학교와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교육행정가들에게 어떤 책무성을 부가해야 

하는가에 한 논의에서 보상과 제재보다는 보상과 학습의 기회 허용이라는 이 요하다

는 이다. 교사  교육행정가들에게 책무가 있다는 의미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

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정보를 해석하는 것과 학교 개선을 해 사용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을 두어야 한다. 이는 Rallis와 MacMullen(2000)의 용어로는 ‘교

육  목표를 교육자가 나름의 방식 로 정의할 수 있는 반성  탐구’를 강조하는 책무성, 다시 

말해 내재  책무성이라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반성  탐구의 과정이 책임소재의 확인-책임완

수를 한 자유재량 확보-자신의 교육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순환  개념의 책무성

(양성 , 2005)이라 할 수도 있다.



김명수(2003). 학교경 의 자율성과 책무성. 학교경 , 16(8): 48-54.

김 철(2004). . 등학교의 책무성.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한 반성과 과제. 제32차 한국교육

행정학회 연차학술 회 자료집: 137-158.

신재철(2004). 학의 책무성.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한 반성과 과제. 제32차 한국교육행정학

회 연차학술 회 자료집: 107-130.

신 석(2004). 앙교육행정기 의 책무성.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한 반성과 과제. 제32차 한

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 회 자료집: 27-59.

양성 (2004). 학업성취정보 이용에 한 교사의 인식: 정보시스템 수용 모형. 교육행정학연구, 

22(4): 105-129.

양성 (2005). 교사참여를 통한 학교운 : 책임-권한부여-책무성의 순환  개념을 심으로. 교

육행정학연구, 23(2): 23-50.

윤정일(2004). 기조강연: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한 반성과 과제.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한 반

성과 과제. 제32차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 회 자료집: 3-23.

조석훈(2004). 사립학교의 책무성.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한 반성과 과제. 제32차 한국교육행

정학회 연차학술 회 자료집: 167-189.

Adams, J. & Kirst, M. (1999). New demands and concepts for educational accountability: 

Striving for results in an era of excellence. In J. Murphy & K. Louis (Eds.), 

Handbook of research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2
nd
 ed., pp.463-489). San 

Francisco: Jossey-Bass.

Baker, E. (1989). Can we fairly measure the quality of education? (CSE Tech. Rep. No. 290, 

Grant No. OERI-G-86-0003).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Center for 

Research on Evaluation, Standards, and Student Testing. 

Bracey, G. W. (1999). The ninth Bracey report on the condition of public education. Phi 

Delta Kappan.. 147-68. 

Brown, D. (1993). The political influence of state-mandated testing reform through the eyes 

of principals and teacher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60 737).

Cannell, J.J. (1987). Nationally normed elementary achievement testing in America’s public 

school: How all 50 states are above the national average.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7(4), 12-15.



Darling-Hammond, L. (1997). The right to learn. San Francisco: Jossey-Bass.

Elmore, R., Abelmann, C., & Fuhrman, S. (1996). The new accountability in state education 

reform: From process to performance. In H. Ladd (Ed.), Holding school accountable: 

Performance-based reform in education (pp.65-98).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Fitz, J., & Gorard, S. (2000). School choice and SES stratification of schools: New findings 

from England and Wales. A paper presented at AERA 2000, New Orleans, LA. 

Fleck, M. (1999). Elementary principals’ use of student assessment in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Fuhrman, S. (1994). Evaluating of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Changes in 

accountability.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cy 

Research in Education.

Fullan, M. (2001).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Glasman, N. (1994). Making better decisions about school problems: How administrators 

use evaluation to find solutions. Thousand Oaks, CA: Corwin. 

Glatthorn, A. (1994). Developing a quality curriculum.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Goertz, M. (2001). Standard-based accountability: Horse trade or horse whip? In S. 

Fuhrman (Ed.), From the capital to the classroom(pp.39-5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rdon, S. & Reese, M. (1997). High stakes testing: Worth the price? Journal of School 

Leadership, 7, 345-368.

Grissmer, D., and Flanagan, A. (1998). Exploring rapid achievement gains in North 

Carolina and Texas.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Haney, W. (2000). The myth of the Texas miracle in education.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On-line serial], 8 (41). Available: http://epaa.asu.edu/ epaa/v8n41/

Hansen, J. (1993). Is educational reform through mandated accountability an oxymor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6 (1), 11-21.

Herman, J. (1989). Priorities of educational testing and evaluation: The testimony of the 

CRESST national faculty (CSE Tech. Rep. No. 304).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Center for the Study of Evaluation.

Hoffman, J., Pennington, J., Assaf, L., & Paris, S. (1999). High stakes testing in reading 



and its effects on teachers, teaching, and students: Today in texas, tomorrow?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exas at Ausitn.

Kirst, M. (1990). Accountability: Implications for state and local policymaker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Klein, S. P., Hamilton, L. S., McCaffrey, D. F., and Stecher, B. M. (2000). What do test 

scores in Texas tell us? (RANDEducation Issue Paper) [Online]. Available: 

ㅈww.rand.org/publications/IP/IP202/

Kozol, J. (1991). Savage inequalities: Children in America’s schools. New York: Crown.

Leithwood, K., & Steinbach, R. (1995). Expert problem solving: Evidence from schools and 

district leader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Lessinger, L. (1970). Every kid a winner: Accountability in education. Palo Alto, CA: 

Science Research Associates.

Lieberman, A. & Miller, L. (1999). Teachers-transforming their world and their work.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Linn, R., Baker, E., & Betebenner, D. (2002). Accountability systems: Implications of 

requirements of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Educational Researcher, 31 (6), 3-16.

Linn, R., Graue, M.., & Sanders, N. (1990). Comparing state and district results to national 

norms: The validity of the claims that "everyone is above average."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9(3), 5-14. 

Macpherson, R. (1996). Educative accountability policy research: Methodology and 

epistemology.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2(1), 80-106.

McDonnell, L., & Elmore, R. (1987). Getting the job done: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9 (2), 133-152.

McLaughlin, M., Shepard, L., & O’Day, J. (1995). Improving education through 

standards-based reform. Stanford, CA: National Academy of Education.

McNeil, L. and Valenzuela, A. (2000). The harmful impact of the TAAS system of testing in 

Texas: Beneath the accountability rhetor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Civil Rights Project. 

Murnane, R. & Levy, F. (1996). Teaching the new basic skills. New York: The Free Press.

Natriello, G. & Pallas, A. (1998). The development and impact of high stakes test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Civil Rights Project.

O’Reilly, F. (1996). Educational accountability: Current practices and theories in us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cy Research in Education.



Ogawa, R. & Collum, E. (2000). Using performance indicators to hold schools accountable: 

Implicit assumption and inherent tensions.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75 (4), 200-215.

Orfield, R. (1999). Strengthening Title I: Designing a policy based on evidence. In G. Orfield 

& E. DeBray (Eds.), Hard work for good schools: Facts not fads in Title I reform  

(pp.1-20). Cambridge, MA: The Civil Rights Project, Harvard University.

Popham, W. (2000). Big change questions "Should large-scale assessment be used for 

accountability?" Answer: Depends on the assessment, silly!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1, 283-289.

Porter, A. (1994). National standards and school improvement in the 1990s: Issues and 

promise.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2, p.430.

Porter, A., Smithson, J., & Osthoff, E. (1994). Standard setting for upgrading high school 

mathematics and science. In R. Elmore & S. Fuhrman (Eds.), The governance of 

curriculum (ASCD Yearbook)(pp. 138-166).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Rallis, S. & MacMullen, M. (2000). Inquiry-minded schools: Opening doors for 

accountability. Phi Delta Kappan, 81 (10), 766-773.

Romberg, T.A., Zarinnia, A., & Williams, S. R. (1989). The influence of mandated testing on 

mathematics instruction: Grade 8 teachers' perception (Monograph).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Mathematical Sciences Education

Rozum-Pratto, M., Gontarz, O., Flint, D., & Thomas, B. (1997). Target teach. Scottsdale, 

AZ: Evans Newton Inc.

Schein, E. (1992).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San Francisco: Jossey-Bass.

Selden, R. (1994). How indicators have been used in the USA. In K. Riley & D. Nuttall 

(Eds.), Measuring quality: Education indicators-United Kingdom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41-48). Bristol, PA: Falmer. 

Shepard, L. A. (1990). Inflated test score gains: Is it old norms or teaching the test?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s, 9(3), 15-22.

Skrla, L., Scheurich, J., & Johnson, J. (2001). Introduction: Toward a new consensus on high 

academic achievement for all children. Education and Urban Society, 33(3), 227-234.

Smith M., Edelsky, C., Draper, K., Rottenberg, C., & Cherland, M. (1989). The role of 

testing in elementary schools. Los Angeles: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al 

Standards and Student Tests, UCLA.

Smith, M. (1991). Put to the test: The effects of external testing on teachers. Educational 



Researcher, 20 (5), 8-11. 

Spring, J. (2000). The American school 1642-2000. Boston: McGraw-Hill.

Texas Education Agency(2008). 2008 Accountability manual: The 2009 Accountability rating 

system for Texas public schools and school districts.

Wilson, S. & Floden, R. (2001). Hedging bets: Standards-based reform in classroom. In S. 

Fuhrman(ed.), From the Capital to the Classroom  (pp.193-216). Univ. of Chicago 

Press.

‘ ,’ ‘

’ ‘ ’



Educational Accountability System Based on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Information: 

Case of Texas State Accountability System

This study is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educational accountability system 

based on th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information administered a nationwide test to the 

entire population of a certain grade of students. For the purpose of study, the conceptual and 

historical reviews about accountability were examined. This article described major features 

of the state of Texas style student performance accountability system. Then, the controversy 

about standard-based reform exhibited problem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est scores,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f test oriented policy on teachers'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aspects, 

limited capacity for establishing social justice, and the utilization of student assessment 

information. 

The following issues appear to have implications for immediate consideration by policy 

makers and the research community: (1) accountability system began with low academic 

achievement; (2) The system has been developed with more fair comparison among various 

student groups by race and socio-economic status; (3) The accountability indicators focused 

on th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nd completion of secondary education; (4) Intervention 

activities for low rating schools and districts should be implemented supportively; and (5) the 

accountability system should identify and expand the role of educators in an active and positive 

way resulting in engaging collaborative inquiry and action for the success of school 

improvement. 

Key words: internal accountability, academic achievement, utilization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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