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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개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년

지 준 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우수대

학 담당자 인터뷰, 델파이 조사, 계층화 분석법 등을 활용하였다. 이론적 배경이 되는 관련

문헌 고찰과 우수대학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초

안을 구안하였고,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평가준거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확정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초안은 10개 평가영역, 21개 평가항목, 40개 평가

지표로 구안되었다. 구안된 평가준거 초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 및 연구

원, 대학교직원,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전문가 등 15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다. 델파이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수정하거나 삭제

하였고, 수렴도와 합의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확정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는 9개 평가영역, 18개 평가항목, 3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해 3차 델파이 조

사에서 계층화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계층화 분석법을 통한 상대적 중요도 산정 결과, 평가

영역의 경우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7. 입력지침 및 검증’,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영역이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다.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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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활용’, ‘8.2. 공시자료 활용’, ‘7.1. 입력지침의 이해’, ‘7.2. 입력정보의 검증’ 항목이 상

대적 중요도가 높았고, 평가지표의 경우에는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9.1.2. 운영 개

선 환류’,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7.2.2. 검증내

용의 타당성’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가준거(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패널 집단별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교

수 및 연구자 집단은 ‘9.1.2. 운영 개선 환류’,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9.1.1. 공시자

료의 정정 및 현행화’,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8.1.2. 자체 점검’을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대학교직원 집단은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9.1.2. 운영 개선 환류’,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해 교수 및 연구자, 대학교직

원,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전문가 등 델파이 패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

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9개 평가영역, 18개 평가항목, 34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준거

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준거는 델파이 패널들로부터 87% 이상의 긍정률을 확보하였고

평균, 표준편차, 의견합의도 및 의견수렴도, 내용타당도(CRV)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한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별로 상대적

중요도가 다르게 산정되었다. 이것은 대학에서 실제 평가를 시행할 때, 평가점수에서 해당

평가준거를 얼마만큼 배점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자료가 된다.

셋째,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패널 집단별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에서 실제 평가를 시행할 때, 평가결과가 편향되지 않도록 대학 내의 다양한 구성원

(교수, 연구자, 교직원 등)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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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였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 대학정보공시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효과적으

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 개발된 평가준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지침과 평가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 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개발과 구체적인 평가절차

정립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패널 집단별로 다르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패널 집단이 가진 서로 다른 직무배경, 역할, 환

경적 특성 등에 따라 대학정보공시 운영에 관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 집단의 직무배경, 역할, 환경적 특성 등이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준거를 활용하여 평가를 시행한 후, 오류 발건 건수 등

을 조사하여 해당 평가가 공시정보 신뢰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성 검증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평가준거의 효과성 검증은 향후 대학현장에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활용 및 보급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요어: 대학정보공시제, 평가준거, 평가모형, 델파이, 계층화 분석법(AHP)

학 번: 2010-2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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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70%를 상회하였고, ’15년에

는 70.8%를 기록하였다(교육기본통계, 2015). 또한, IMD(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35

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고교

졸업자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보편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각종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진로·진학 시 대학 선택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기업은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데 곤란을 겪어왔다. 이러한 고등교

육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학생·학부모·기업 등의 알권리 보장하고, 대학경영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대학정보공시제이다.

대학정보공시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에 근거하

여 고등교육기관의 주요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정보수요자는 학생 현황, 교육/연구성과, 대학재정/교육비, 교육여건, 대학운영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학정보공시제가 고등

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안착함에 따라 대학알리미 연간 방문자수는 ’14년 167만명, ’15년

181만명을 기록하였으며, 공시정보는 학생·학부모의 대학선택, 기업체의 산학협력 및 직원

채용, 정부의 고등교육 평가 및 정책 수립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한편, 고등교육 전반에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증대될수록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주체인 대

학에서는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확하

지 않은 공시정보는 공시정보를 활용하는 학생·학부모·교사, 기업, 정책입안자의 의사결정

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간 대학정보공시제를 운영하는 교육부와 대학정보공시센터 및 유관기관에서는 공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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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력 절차의 간소화, 시스템 개선, 우수사례 보급 등 정책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공시정보

오류 발생 건수는 ’13년 3,509건, ’14년 3,839건, ’15년 5,173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한국대

학교육협의회(2015)에 따르면 공시정보 오류 발생의 주된 원인은 지침의 잘못된 이해, 담당

자의 업무 미숙, 착오 입력 등으로 대부분의 원인이 대학 행정체계 내에 있었다. 대학에서

는 공시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시정보 신뢰도 측면에서의 성과는 미비한 실

정이다. 공시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수반

되어야 하는 것은 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평가함으로써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없이 진행

되는 노력은 절차상 무의미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정보공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진단·평가함으로써 운영 체

계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평가준거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평가준거는 대학의 공시

업무를 진단·평가하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용이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학정보공시에 대한 연구는 정대범(2011), 한송희(2015)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한 대학의 특성 분석이나 대학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공시정보 활

용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와는 달리 공시정보의 신뢰

도 제고를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준거를 개발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구안한다.

둘째,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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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한다.

3. 연구 문제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연구 문제 1: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는 무엇인가?

1) 대학정보공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은 무엇인가?

2) 대학정보공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무엇인가?

3) 대학정보공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무엇인가?

나. 연구 문제 2: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는 타당한가?

1) 대학정보공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은 타당한가?

2) 대학정보공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타당한가?

3) 대학정보공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타당한가?

다. 연구 문제 3: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상대적중요도는어떠한가?

1) 대학정보공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2) 대학정보공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3) 대학정보공시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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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대학정보공시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

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정보를

정보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이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되었고, 학생 현황, 교육/연구성과, 대학재정/교육비, 교

육여건, 대학운영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나. 평가준거

평가준거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기

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평가준거는 위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평가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영역은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영역을 의미하고, 평가

항목은 이 평가영역을 세분화한 것이며, 평가지표는 평가항목의 하위의 구체적인 내용 요

소를 의미한다.

다. CIPP평가모형

CIPP평가모형이란 Stufflebeam(1971)에 의해 제안된 대표적인 운영중심 평가모형으로 C

는 계획단계와 관련된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I는 구조화단계와 관련된 투입평가

(input evaluation), P는 실행단계와 관련된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P는 재순환단계

와 관련된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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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학정보공시제

가. 대학정보공개에 관련 법률

대학의 정보공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은 1996년 12월 31일

에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정보공개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에서 생성된 공공정보를 보

유기관 외에 타 기관 및 일반국민에게 국정운영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정보 불평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나아가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된 법률이다.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이고, ‘공개’란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법제

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공개법 2조에 따르면 공공정보는 광의의 개념으로는 공익을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

하는데 공공부문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비영리조직이 생성하고 보유하는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영리법인, 집단, 그리고 개인이 생성하고 보유하는 모든 정보도 국

민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공공정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 ‘공공정보’의

의미는 정부 정보 또는 행정 정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는 ‘공공정보’라 할 수 있으며, 공문서, 국가간행물, 정부간행물 등이 포함되며, 대

체로 백서, 연감, 보고서, 업무자료, 홍보자료, 법령자료, 통계자료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

보를 의미한다(김영숙, 2002; 김지영 외, 2011).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

자인 국민에게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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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대상 교육관련기관 비고

1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

속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정보공개법 

제2조 3호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국공립·사립의 유치원, 초·중·고등학

교,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대

학원대학), 각종 학교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1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교육방송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사

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

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 등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4호

<표 Ⅱ-1>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의 범위

구분 법령 내용 목적

1

정보공개법(공공
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동법 시행령은 각급  학교
를 공공기관에 포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하기 위함

2

행정 정보공개
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
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국립

정보공개법에 의한 행정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 정보의 공개를 촉진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

<표 Ⅱ-2> 대학정보공개 관련 법령 현황

에 대한 배포·공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조 2항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

치된 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정보

공개에 관한 의무를 갖게 되었다(<표 Ⅱ-1> 참조).

이 외에도 「행정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교육부 「정보

공개 운영 규정」, 대학 학칙의「정보공개 규정」등은 대학,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

하고 있는 정보들을 공개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표 Ⅱ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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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내용 목적

령 제442호)

대 등)의 정보공개 의무, 정
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운영 
실적의 평가 등을 규정함

을 제시하기 위함

3

교육부의 「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 공개
범위,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심의회 기능 등을 규정함

정보공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대학 학칙의「정
보공개 규정」

각각의 국공립·사립대학은 
정보공개 규정을 학칙에 명
시하여 자발적·원활한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함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 
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운영
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나.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대학정보공시는 2007년 5월 2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

고 있으므로(제4조) 이 두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 교육관

련기관에 관한 사항을 특례로 규정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

된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대학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일반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청구의 절차를 필요함에 따라 교육정보의 공개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있었

다(임후남, 2008). 이에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관

련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되는 정보공개 수준을 넘어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적인 정보공개, 즉 대학정보공

시제를 도입하였다.

대학정보공시는 2004년 12월 28일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최초로 도입이 제기

되었다. 이후 공청회 및 입법과정을 거쳐 2007년 5월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례

법」이 제정·공표되었고, 2008년 11월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

공표됨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12월 대학

의 주요정보(교육여건, 교육성과, 대학운영 현황 등)를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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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교육부,「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발표: ’04.1.28

2 국회,「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청회 개최: ’05.02.21.

3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이주호 의원 발의) :’05.04.07.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국회 통과: ’07. 4. 30.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07. 5. 25.

6 교육부, 전국 10개 대학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계획 발표: ’07.07.24.

7
교육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07.09.13.

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07.11.16.

9 교육정보공시 총괄 및 항목별관리기관 선정: ’08.1.18.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08.8.~10.

11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공표: : ’08.11.17

12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서비스 개통

자료: 김병주. (2007) 재구성

<표 Ⅱ-3>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경과

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대학정보공시가 시행되었다(박정수, 2010). 대학정보공시

도입 경과는 <표 Ⅱ-3>과 같다.

다. 대학정보공시제의 개념

대학정보공시제란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대학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정보를 정보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이다.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는 대학(고등교육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

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또한, 공시란 대학(고등교육기관)이 보

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

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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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어 정의

1

대학

(고등교육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

2 정보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의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3 공시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

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

4 공개

교육관련기관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

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

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표 Ⅱ-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용어 정의

말한다(<표 Ⅱ-4> 참조).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

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

공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정보공개와는 달리 청구권자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

청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는 것이며, 공개 항목이나 범위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

에 관리기관의 재량권 없이 공시대상 기관은 반드시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제된다(한송희,

2012). 정보공개법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대학정보공개와 대학정보공시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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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정보공개 대학정보공시제

요청권자 국민 없음

대상정보
불특정

(교육관련기관이 수집,처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요청한 정보 일체)

특정 정보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한 범주의 정보)

시기 정보공개 요청 후 최대 20일 이내
공시시기(4,6,8,10월)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가 다르며 즉각적으로 열람 가능

방법
정보공개 요청 후 행정 절차에 따라 교부 

및 열람 가능
대학알리미를 즉각적으로 열람 가능

정보제공
재량여부

재량사항 강제사항(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함)

구제 및 
변경 등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심판 시정 또는 변경명령

자료: 정순원. (2008). 재구성

<표 Ⅱ-5> 대학정보공개와 대학정보공시의 구분

임후남(2008)은 대학정보공시제를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동일시하면서 대학정보공시제가

교육행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하고 있으

며, 정순원(2008)은 대학정보공시제를 국민에게 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개․공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부수

적으로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대학교

육협의회(2015)는 대학정보공시제를 학생·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의 학교선택,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 정책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알권

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대학정보공시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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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제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선택을 위한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보장하기 위함이다. 학생·학부모는 대학정보공시 시행 전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 대

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단순히 학생의 입시성적이나 평판 또는 주위의 권유로 대학

을 선택해왔지만, 이제는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기업에 고용인력의 발굴 및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 채용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대학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현황, 기술이전 및 특

허 등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력 발굴 및 산학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부에 공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대학 경

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성과에 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보의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대학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계획 수립 및 교육성과에 대하여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추진체계

대학정보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정부부처인 교육부, 총괄관리기관(한국대학교육협

의회), 항목별관리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

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지원실)), 고등교

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등이 있다. 총괄 및 항목별관리기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지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시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제도 및 법체제 등을 관리한다. 총괄관리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대학정보공시센터는 대학으로부터 공시정보를 조사하고, 항목별관리기관의 정보를 취합

하여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정보를 서비스하는 등 대학정보공시제를 총괄적으로 관리·운

영한다. 항목별관리기관은 대학으로부터 공시정보를 조사하고, 검증하여 총괄관리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한 추진기관별 세부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Ⅱ-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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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4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수시

4. 충원율,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6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6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8월

라-1. 재학생 충원율 8월

라-2. 편입학 선발 결과 8월

<표 Ⅱ-7> 공시항목(2015년)

추진조직 기관명 주요기능 및 역할

주무부처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기본계획 조정·승인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지정 

총괄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실행계획 수립 및 대학알리미 운영

대학정보공시 양식 개발·개선·보급

대학정보공시 지원 및 콜센터 운영

대학정보공시 관련 연구 및 개선방안 도출

항목별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항목별관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

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

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

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지원실)

대학정보공시 항목별 조사 계획 수립

대학정보공시 항목별 조사 및 검증

조사정보의 대학정보공시센터 연계·제공

공시주체 대학(고등교육기관) 대학정보공시 자료작성, 공시정보 제출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표 Ⅱ-6>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한 추진기관별 세부 역할

2) 공시항목

대학알리미를 통해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항목은 14개 분야, 64개 항목으로 학교운영, 학

생, 교원, 연구·산학협력, 예·결산, 교육여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공시항목을 분류하면 정시(4월, 6월, 8월, 10월), 수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시공시 항목은

특정 기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항목으로 등록금, 장학금, 학생, 교원, 예·결산 현황 등

의 항목이 해당된다. 수시공시 항목은 학교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공시하

는 항목으로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 규정, 모집 요강, 그 밖에 교육여

건 및 학교운영 상태에 관한 정관, 법인의 임원 현황 등이 있다(<표 Ⅱ-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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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시기
마. 재적 학생 현황 8월

바-1. 외국인 유학생 현황 8월

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8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6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8월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8월,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8월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8월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8월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8월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월

나.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6월,8월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6월,8월

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6월,8월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6월,8월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6월,/8월

사. 적립금 현황 8월

아. 기부금 현황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현황 6월,8월

차-1. 등록금 현황 4월

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4월, 8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8월

9.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의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가-1. 등록금 산정근거 4월, 8월

가-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PDF] 수시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8월

10.『고등교육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수시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가-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0월

가-2. 학교 특성화 현황 10월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8월

나-1. 학생 규모별 강좌수 4월,10월

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4월,10월

나-3. 대학 강의 공개 실적 10월

다-1. 장학금 수혜 현황 8월

다-2. 학자금 대출 현황 8월

라-1.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PDF] 8월

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8월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4월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6월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6월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6월

자. 산학협력단 인력 현황 6월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6월

카-1. 현장실습 운영 현황 6월

카-2. 캡스톤 디자인(창의적 설계) 운영 현황 6월

카-3. 학교기업 운영현황 6월

카-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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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공시시기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6월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6월

하-1. 교원·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6월

하-2. 창업교육 지원 현황 6월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6월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10월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10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10월

마-1. 기숙사 현황 10월

마-2. 기숙사 운영 결과 10월

바-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0월

바-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10월

사. 직원 현황 8월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10월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수시

차. 강사 강의료 6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6월

타.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4월

파-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10월

파-2. 시설 안전관리 현황 10월

파-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10월

3) 공시대상교

대학정보공시의 대상은 고등교육법과 그 외의 법률에 따라 총 425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기술대학 등은 공시대상교로 포함되지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호(단,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

외)에 따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

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공시대상교에서 제외된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

내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공시대상교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사이버대학만 공시대상교에 포함된다(<표

Ⅱ-8> 참조).



- 15 -

구분 공시대상의 근거 학교 종류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 192 30 1 161

산업대학 2 - - 2

교육대학 10 10 - -

전문대학 137 1 7 129

방송통신대학 1 1 - -

사이버대학 19 - - 19

기술대학 1 - - 1

각종학교 2 1 - 1

대학원대학 45 - - 45

소계 고등교육법(제30조) 409 43 8 358

그 밖에 
다른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9 - - 9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제1조) 한국농수산대학 1 1 - -

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1 1 - -

광주과학기술원법(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1 1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 -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제6조) 한국학대학원 1 1 - -

암관리법(제29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1 1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1 - -

소계 소계 16 7 - 9

합계 합계 425 50 8 367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 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제외)

자료: 대학알리미. (2015). 공시항목 및 일정. Retrieved from http://www.academyinfo.go.kr/

<표 Ⅱ-8> 공시대상학교(2015년)

4) 공시정보의 활용

공시정보는 학생·학부모의 대학선택, 기업체의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등교육 평가 및 정책 수립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5년 공시정보는 정부의 대

학기관평가인증, 국가장학금사업, 외국인 유학생 교육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등의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공시 항목은 신입생 충원 현황,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각종 회계지표, 등록금 현황,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이 있다. 공시정보의 정책적 활용에 관한 세부 현황은 <표 Ⅱ-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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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활용사업 대학정보공시 항목 대상 학제

대학기관평가인증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4-라. 학생 충원 현황

4-라-1. 재학생 충원율

4-마. 재적 학생 현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8-가. 국공립대 일반회계 현황

8-나. 국공립대 기성회회계 현황

8-다. 국공립대 발전기금 회계

8-바-2-1. 교비회계 자금결산서(결산) -교비회계통합

8-자-2. 산학협력단 회계 현금흐름표 결산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수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12-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14-마-1. 기숙사 수용 현황

14-바-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4-사. 직원 현황

14-차. 강사 강의료

대학, 대학원

국가장학금사업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4-라-1. 재학생 충원율

4-마. 재적 학생 현황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8-차-1. 등록금 현황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12-다-2. 학자금 대출 현황

대학,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 교육 

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4-바-1. 외국인 유학생 현황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전학제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표 Ⅱ-9> 공시정보의 정책적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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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의 대학정보공시제 현황

1) 미국

미국의 대학정보공시제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전자정보공개법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하여 연방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NCES)에서 대학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박재윤, 채재은, 2006). NCES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 내

교육 여건에 대한 통계를 수집, 분석, 공개하는 일을 주관하고 있다(강영혜 외, 2012).

- 생산하는 정보의 무결성 및 적합성 보장을 통한 양질의 통계 생산 및 공개

- 데이터 사용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통계 생산 및 공개

- 발달된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

NCES는 고등교육기관용 행정통계시스템인 IPEDS(The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을 통하여 매년 연방 학생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7,00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해당 정보는 College Navigator와

IPEDS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정보수요자에게 제공된다. College Navigator는 정보수요자가

찾고자 하는 대학 관련 정보를 여러 가지 검색 조건에 따라 서비스하고 있으며, IPEDS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대학의 공시정보 분석 및 원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Ⅱ-2] 참조).

[그림 Ⅱ-2] NCES와 College Nav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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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교육기관 특성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교육기관 연락처, 수업료 및 비용, 기숙사 현황 및 비용, 설립
유형, 학사 시스템 유형, 학위 및 자격증 수준, 입학 요건, 프
로그램 유형 등

교육비
(Institutional Prices)

신입생, 전일제 학생,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과정 학생의 교육
비, 교내․외 학생 주거 관련 비용 등

등록 상황
(Enrollment)

학생 현황 및 다양한 등록 유형 등
- 신학기(Fall Enrollment)

- 연령(Age Data)

- 12개월 연속 재학생 수(Unduplicated 12-Month Head Count)

- 교육활동(Instructional Activity)

- 총 입학자 수(Total Entering Class)

학생 재정 지원
(Student Financial Aid)

장학금 및 연방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생 현황 등 
- 장학금 지원을 받는 전일제 학부생
- 연방보조를 받는 전일제 학부생

학위 및 자격증 수여 현황
(Degrees and Certificates

Conferred)

교육프로그램 학위 유형,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자격증 수여 
현황 등

학생 유지 및 졸업
(Student Persistence and

Graduation)

신입생 유지 현황 및 졸업 현황 등
- 신입생 유지율(First–Year Retention Rates)

- 졸업률(Graduation Rates)

교육기관 자원
(Institutional Resources)

교육기관의 인적자원 및 재정 현황 등
- 인적자원(Human Resources): 지위별 직원 구분, 급여, 직원 특성
- 재정(Finances)

학생권리보호 및 캠퍼스 보안법 관련
(The Student Right-To-Know and

Campus Security Act)

캠퍼스 안전규정, 범죄율 등

<표 Ⅱ-10> NCES 주요 정보공시 항목

IPEDS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주요 정보공시 항목으로는 교육기관 특성, 교육비, 등록

상황, 학생 재정 지원, 학위 및 자격증 수여 현황, 학생 유지 및 이수, 교육기관 자원 등이

있으며(강영혜 외, 2012), 학생권리보호 및 캠퍼스 보안법(The Student Right-To-Know

and Campus Security Act)에 의하여 캠퍼스 안전규정, 범죄율 등도 제공하고 있다(<표 Ⅱ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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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의 대학정보공시제는 정보보안법(Data Protection Act)과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정

보수요자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영국의 대학도 이러한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의무

적으로 대학운영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유현숙 외, 2009). 영국의 대학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주관청인 HESA(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는 매년 대학

(universities & colleges) 및 고등교육과 관련한 여러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HESA를 통

해 수집된 정보는 정부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자, 학생, 예비

학생, 민간 기업, 전문 기관, 언론 등 개인이나 기관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그림 Ⅱ

-3] 참조).

[그림 Ⅱ-3] 영국의 대학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HESA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사 원칙을 기반으로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있다(강영혜

외, 2012).

- 중복성의 최소화와 데이터 제공자의 부담감소

- 데이터와 정보의 질 개선

- 정보 접근성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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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A가 수집하는 정보는 정보제공자인 대학과 재정지원국(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과의 계약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정기적인 정보 외에도 교

육부 장관의 요구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제공 의무

도 포함되어 있다. 대학은 재정지원국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매년 약정한 정보를 HESA에

제공하며, HESA에 의해서 공개되는 정보공시 항목은 <표 Ⅱ-11>과 같다(유현숙 외,

2009)

목록명

학생 기록(information about students, courses and qualifications at HEIs)

교직원 기록(information about staff employed by HEIs)

고등교육 졸업 후 학생 행선지(Destinations of Leavers from Higher Education: survey of graduate

activities six months after leaving HE)

학교 재정 기록(income and expenditure of HEIs)

자산 관리 기록(Estates management record: buildings, estates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about HEIs)

고등교육 졸업 후 학생 종단연구(DLHE Longitudinal Survey: sample survey of leavers 3.5 years

after graduation)

유학생 기록(Aggregate offshore record: count of students studying wholly overseas for UK HE

qualifications)

고등교육에서의 산학연 설문조사(HE Business and Community Interaction survey: information

about interactions between HEIs and business and the wider community)

초임 교원 양성 기록(Initial Teacher Training(ITT) in-year record: administrative data about those

undertaking teacher training)

기관 프로필(Institution profile record: Information about HEI campuses and departments)

핵심정보사항(Key Information Set: Data about undergraduate courses, published on Unistats)

<표 Ⅱ-11> HESA 주요 정보공시 항목

이중 학생 기록, 교직원 기록, 고등교육 졸업 후 학생 행선지, 학교 재정 기록, 자산 관리

기록 등 다섯 가지 핵심 항목의 세부 조사 내용은 <표 Ⅱ-12>와 같다(유현숙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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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주요 지표 내용

학생기록

코스 과목, 재정부담 주체, 코스 명, 교직여부 등

모듈 학점, 교과목 주제, 비용 등

개인신상
생년월일, 장애여부, 민족, 성명, 성별, 국적, 캠퍼스, 코스, 수
업료 부담 주체 등

교직원기록 개인신상
생년월일, 장애여부, 민족, 국적, 성별, 임금, 계약 수준, 계약 
종료일 등 

고등교육 졸업 
후 행선지

개인신상
학생 고유번호, 데이터 수집 상태, 직업명, 직업을 얻게 된 경
로, 취업 이유, 임금, 진학 관련 정보, 교원임용 관련 정보 등

학교재정 기록 재정기록 수업료 및 교육 계약 수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자본 지출 등 

자산관리 기록
자산관리

건물 관련 사항, 환경, 에너지, 폐기물 배출 관련 사항, 재정,

공간 관리 등

건강 및 안전 위험 발생도, 화제 사건, 상해사건, 질병 등

<표 Ⅱ-12> 핵심 항목의 세부 조사 내용

또한, HESA는 정보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여 분석 기능 등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웹기반 방식의 고등교육정보시스템(Higher Education Information Database for

Institutions, HEIDI)을 서비스하고 있다([그림 Ⅱ-4] 참조). 이 시스템은 최근 5년간의 대학

정보 검색 및 시계열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

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알리미와 유사한 서비스이다(강영혜 외, 2012).

[그림 Ⅱ-4] HESA의 HEIDI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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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

학생 등록금(student load)

학부생 지원 및 입학(undergraduate applications, offers and acceptances)

고등교육기관 직원 수 및 특징(numbers and characteristics of staff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고등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courses provid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표 Ⅱ-13> HES 주요 정보공시 항목

3) 호주

호주의 대학정보공시제는 고등교육지원법(Higher Education Support Act 2003)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교육부는(Department of Education)가 정

보의 수집 및 고등교육통계(Higher Education Statistics)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의 접근·사용·제공 등과 관련된 원칙과 절차는 정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호주의 대학

정보공시제는 학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통계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유

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Ⅱ-5] 참조).

  

[그림 Ⅱ-5] 호주의 고등교육통계 서비스

  

호주의 교육부 및 HES는 매년 대학으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학

생 통계 데이터는 반기 데이터(Half Year Data)와 연간 데이터(Full Year Data)로 구분되

어 공시되므로 최신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ES에 의해서 공

개되는 정보공시 항목은 <표 Ⅱ-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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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

교육과정 수강생 수 및 특징(numbers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s undertaking courses)

연구활동(research activity)

학습 및 교육과정 완료 현황(completion of units of study and courses)

학생 부채 상태(student liability status)

고등교육기관 수입 및 지출(income and expenditure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4) 한국, 미국, 영국, 호주의 대학정보공시제 비교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는 대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수요자의 접근성을 보장하

기 위해 별도의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개별

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과 대학교육의 질적 확대 및 대

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주체 측면에서는

한국, 미국, 호주는 대학정보공시제를 정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비영리기

관인 HESA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주요국의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체제를 비교해보면

<표 Ⅱ-14>와 같다.

구분 운영 목적 법적근거 운영주체 주요 공개 내용 정보공개 홈페이지

한국

학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 선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

업에게는 우수한 고

용인력 채용을 위한 

정보 제공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교육

관련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정부

(교육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 

현황, 학생 진로, 전임교원 

현황, 전임교원 연구 성과,

학교 및 법인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등

http://academyinfo.go.kr

미국

학생 및 학부모의 대

학 선택과 관련한 정

보의 제공

정보공개법, 학

생권리보호 및 

캠퍼스 보안법 

등

정부

(NCES)

교육기관 특성, 교육비, 등록

상황, 학생 재정 지원, 학위 및

각종 수여 현황, 학생 유지

및 이수, 교육기관 자원 등

http://nces.ed.gov

영국

대학에 대한 재정지

원 및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정보보안법 ,

정보공개법 등

비영리기

관

(HESA)

학생기록, 교직원 기록, 고등

교육 졸업 후 행선지, 학교 

재정 기록, 자산 관리 기록 등

http://hesa.ac.uk

호주

정확하고 질 높은 대

학정보 제공 및 통계 

활용의 효율성 제고

고등교육지원

법 등

정부

(교육부)

교육과정, 수강생 및 특징,

학생 등록금, 연구 및 교육

과정 완료, 학생 부체 상태,

교육기관 직원 수 및 특징,

교육기관 수입 및 지출, 연구

활동, 학부생 지원 및 입학 등

https://www.education.

gov.au

<표 Ⅱ-14> 한국과 주요국의 대학정보공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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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준거 

가. 평가의 개념 및 목적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평가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무엇인가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하

는 일을 의미한다. 평가의 속성에 해당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문헌별로 다양하게 언급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요성, 질 등을 포함하는 ‘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란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평가의 개념은 사전적 정의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Tyler(1942)는 평가를 교육을 통해 추구하려는 가치 혹은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Nevo(1986)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정 성과에 대한 가치와 장

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활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변창진 외(1996)는

평가를 목표가 실제로 도달된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성과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권대봉(1998)은 평가를 상황을 분석하고 과정을 평가하며 목적을 달

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김태준(2000)은 평가를 특정

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정과 성과에 대한 가치 및 장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배호순(2001)은 평가를 평가대상의 가치나 장점을 판단하는 측면, 의

사결정에 기여하는 측면, 성과를 확인하는 측면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하

였다. 또한, 정재삼(2004)은 평가를 평가대상 자체가 지니고 있거나 표현하고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평가대상으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성취된 가치를 사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김진화 외(2010)는 평가를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거나 계획

수행의 효과와 효율성 수준을 검사·조사·시험·점검·심사·판단·평정·측정하는 모든 과정과

방법의 총칭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평가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Ⅱ-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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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평가의 개념

Tyler(1942) 교육을 통해 추구하려는 가치 혹은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

Nevo(1986)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의 과정 성과에 대한 가치 및 장점을 체계적으

로 조사하며, 관련 내용을 활용하는 과정

변창진 외(1996)

목표가 실제로 도달된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는 과정, 성과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체

계적으로 조사하는 활동

권대봉(1998)
상황을 분석하고 과정을 평가하며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의사결정

의 중요한 과정

김태준(2000)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정과 성과에 대한 가치 및 장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활용하는 과정

배호순(2001)
평가대상의 가치나 장점을 판단하는 측면,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측면, 성과를 

확인하는 측면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의

정재삼(2004)
평가대상 자체가 지니고 있거나 표현하고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평가대상으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성취된 가치를 사정하고 판단하는 것

김진화 외(2010)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거나 계획수행의 효과와 효율성 

수준을 검사·조사·시험·점검·심사·판단·평정·측정하는 모든 과정과 방법의 총칭

<표 Ⅱ-15> 평가의 개념

평가의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할 필요

가 있다. 평가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고 있는 개념으로는 검사(test), 측정(measurement),

사정(assessment) 등을 들 수 있다. 검사는 사물이나 인간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측정이란 사물이나 속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정이란 인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의 크기나 수준을 감정하거나 추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Aiken, 1985). 사정이 검사와 측정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

하기 때문에 검사와 측정보다는 평가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해석된 결과에 가치를 부여하

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평가와는 엄격한 의미에서 구분된다. 또한, 사정은 일반적으

로 사람에만 적용되지만 평가는 기관평가, 교육평가, 조직평가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도

적용된다. 이상과 같은 평가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란 평가대상에 대한 정보를 측

정·수집·분석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어떤

것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 또는 무형의 대상이 포함된다.

평가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면, Phillips(1997)는 기업교육 분야에서 평가의 목적을 인적자

원개발 과정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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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s(1997)
인적자원개발 과정을 개선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결정

김태준(2000)
전통적인 입장으로 가치 판단을 통한 등급화
정보제공적 관점으로 평가대상에게 정보를 제공

오혁진(2000)
교육기관의 효과적인 운영(교육제공자 중심)

학습자 자신의 만족과 발전(학습자 중심)

배호순(2001)
평가대상의 가치와 장점을 판단
목적 달성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의사결정 지원

<표 Ⅱ-16> 평가의 목적

다고 보았다. 배호순(2001)은 평가의 목적이 평가대상의 가치와 장점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고, 김태준(2000)은

평가의 목적이 전통적인 입장으로서 가치 판단을 통한 등급화와 정보제공적 관점으로서 평

가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고 하였다. 오혁진(2000)은 평가의 목적을 교육제공자

중심의 교육평가로서 결과에 중점을 두어 교육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에 목적을 두는 것과

학습자 중심적 교육평가로써 과정에 중점을 두어 학습자 자신의 만족과 발전에 목적이 있

다고 하였다. 이상의 평가의 목적을 정리하면 <표 Ⅱ-16>과 같다.

나. 평가준거의 개념

평가준거(evaluation criteria)는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분야, 평가문항 등 다양한 용어로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평가의 목

적에 따라 위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김영화, 전도근, 최종철, 2007). 오혁진(2000)은 평가

준거를 평가대상에 관하여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말해주며 그 대상의 성패 여부를 무엇

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내용 및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김진화(2001)는

평가준거를 평가대상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보았고, 임지연(2006)은

평가준거를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활동이라고 하였다. 김영화, 전도근,

최종철(2007)은 평가준거를 평가대상 및 내용이 지닌 질적 속성으로 정의하였고, 박병량,

주철안(2012)은 평가준거를 가치를 함유한 속성으로서 가치판단의 근거이자 가치를 확인하

는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하였다(<표 Ⅱ-17> 참조).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평가준



- 27 -

연구자 평가준거의 개념

오혁진(2000)
평가대상에 관하여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말해주며, 그 대상의 성패 여부를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내용 및 기준

김진화(2001) 평가대상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기 위한 평가의 기준

임지연(2006)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활동

김영화, 전도근,

최종철(2007)
평가대상 및 내용이 지닌 질적 속성

박병량, 주철안(2012)
가치를 함유한 속성으로서 가치판단의 근거이자 가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표 Ⅱ-17> 평가준거의 개념

거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준거의 위계 및 구조는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 또는 평가영역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자료 등으로 구성

되지만, 정형화된 체계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대상과 평가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를 진행할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대상과 평가내용에 따라 합리적

인 평가준거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적합한 세부적인 평가준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준거의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선정된 평가준거는 선정되지 않은 평가준거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준거의 위계 및 구조 설정을 위하

여 평가준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평가준거의 위계 및 구조에

대하여 일치된 관점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연구들에게 평가준거가 평가영역 > 평가항목

또는 평가부문 > 평가지표 등의 위계를 따른다고 보았다(<표 Ⅱ-18> 참조). 또한, 평가영

역은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영역을 의미하고, 평가항목은 이 평가영역을 세분화한 것이며,

평가지표는 평가항목 하위의 구체적인 내용 요소로써 평가준거를 구성하는 가장 구체적인

척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배호순 2008; 이화진, 2011; 황진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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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평가준거의 위계 및 구조

1 이숙희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평가준거를 
위한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평가준거는 하위영역으로 구
성

2 강명희 외
농업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준거 개발

평생교육·HRD연구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평가
대상 + 평가지표

3 김화선
교회 교사양성 프로그램 평가준거 
개발연구

기독교교육논총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하위
영역 + 평가항목

4 박윤경
언권관점에 기반한 다문화교육프
로그램 설계 및 평가준거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평가준거 = 평가영역 + 세부
영역+ 평가지표

5 김영수 외
첨단 방송테크놀로지 기반 원격교
육프로그램의 평가준거 개발연구

교육과학연구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평가
항목

6 임창근
웹(Web) 기반 영어교육프로그램 
평가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평가
요소

7 권요한 외 특수학교 교육과정 평가준거 탐색
난청과 언어장애
연구

평가준거 = 평가기준 + 평가
지표

8 권기욱
보육시설평가 평가준거체계의 개
선방향 탐색

유아교육·보육행
정연구

평가준거 = 질 목표 + 평가
영역 + 평가부문 + 평가지표

9 김영화 외
성인학습자 관점에서 접근한 평생
교육강사 평가준거 연구

한국교육
평가준거(평가영역) > 평가지
표(평가항목, 평가요소)

10 김은희 외
유치원 교사의 직무 전문성 자기
평가준거 개발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평가
문항

11 송달용 외 특성화 고등학교 평가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12 김은자 외 농촌어메니티의 평가준거 개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13 고재성 외 대학 진로서비스 평가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14 김용익
기술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평가모형
및 평가준거 연구

한국실과교육
학회지

평가영역 > 평가준거 > 평가 
기준

15 황영준 사범대학 평가준거 타당성 분석 교육평가연구
평가준거 = 평가영역 + 평가
기준 + 평가 요소

16 김용욱 외
장애학생 교육용 콘텐츠 평가준거 
개발 및 적용 결과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평가영역 > 평가준거 > 평가
문항

17 이윤조 외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
지표

<표 Ⅱ-18> 평가준거의 위계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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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준거의 가중치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물가지수, 생계비 지수, 생산비 지수 등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전체

적인 산출평균값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상

황에서 각각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평가준거

의 가중치란 각 평가준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 그에 알맞은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

을 의미한다(박주홍, 2015).

이 연구에서는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의 산정하기 위하여 계층화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였다. 계층화 분석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평가

준거 및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

원하는 의사결정지원 기법의 하나이다. 1970년대 초반 Pennsylvania 대학의 Tomas Satty

교수는 미국 국부무에서 세계적 경제학자, 게임이론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의사결

정과정의 비능률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층화 분석법(AHP)을 개발하였다(노유진,

2007). 계층화 분석법의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고,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

소간의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 기법은 인간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의 뇌가 단계적으로 또는 계층적인 분석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개발되었으며,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혹은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비율척

도(ratio scale)화 하여 정량적인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

받고 있다(박현, 2000).

특히, 계층화 분석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상충되는 다수의 대안속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

택해야 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도구이다. 변완희 외(2011)는 계층화 분석법은 복잡

하고 비구조화된 상황을 하위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구성 요소들을 위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다음, 각 구성 요소들의 중요성을 주관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관련 수치를 할당하고

종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가중치 산정 방법이라고 하였다. 김철현, 임

용택(2003)은 계층화 분석에서 사용되는 평가척도는 비율척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에 대한 문제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임병묵 외(2009)은 계층화 분석법이 가중치 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도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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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하였다.

가) 계층화 분석법의 특징

계층화 분석법은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인간의 사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리가

지켜진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개발된 의사결정기법이다.

첫째, 계층적 구조설정(hierarchical)의 원리이다. 인간은 복잡한 현상을 그 구성요소별로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계층구조를 설정하여 사고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상대적 중요도 설정(weighting)의 원리이다. 인간은 관측한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인

식하고, 유사한 사물들을 짝으로 묶어 특정 기준에 따라 비교하여 짝을 이루는 구성인자

사이의 선호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의 원리이다. 인간은 사물이나 생각들을 논리적 일관성

을 갖도록 설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관성이란 유사한 사물이나 생

각들을 동질성이나 관련성에 따라 묶는 것과 특정 기준이 있을 경우 생각이나 사물들의 관

계를 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자, 2007).

한편, 계층화 분석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역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즉, 의사결정자는 반드시 두 대상에 대한 이원비교가 가능해

야 하고, 그 중요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동질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대적 중요성 정도는 한정된 범위 내의 정해진 척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독립성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요인들은 특성이나 내용 측

면에서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계층화 분석의 척도

AHP 조사지는 9점 척도로 문항이 설계되었다. 쌍대비교행렬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범위

는 Satty(1986)가 제안한 1∼9점 척도를 주로 사용하며 1에서 9까지의 수 또는 이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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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써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Satty(1986)는 AHP의 9점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27개의 척도를 구성하고, 실제 거리와 상대적 거리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 실험에서 1부터 9까지의 척도가 실제치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또한, 심리학의 경험에 의한 실증연구에서 사람은 7개 이상의 대상(7±2)을 동시에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에 의거하여 한 것에 기초하여 9점을 가장 높은 수치로 그리고 1점

을 가장 낮은 수치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쌍대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범위는 1에서 9까

지의 수 또는 이의 역수들로 구성된다(Satty, 1986; Satty & Vargas, 2000; 권기준, 2010).

실제 이 연구에서 사용한 Likert 9점 척도와 이에 따른 중요도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Ⅱ

-19> 참조).

척도 중요도 정도

1 두 개의 준거가 동일하게 중요함(Equal)

3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약간 중요함(Week)

5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강하게 중요함(Strong)

7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매우 강하게 중요함(Very Strong)

9 한 준거가 다른 준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함(Absolute)

<표 Ⅲ-19> 쌍대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

3. 평가모형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가준거 개발의 근간이 되는 평가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공식적인 평가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평가모형들이 등

장하게 되었고, 이후 특정 준거에 의해 평가모형을 분류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있어서 평가모형이란 평가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정 탐구방식을 적용하여 평

가요소,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을 체계화한 것을 뜻하며, 평가모형은 평가의 개념과 목적,

평가의 탐구방법, 평가의 절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권순달, 1997). 대표

적인 평가모형으로는 목표중심 평가모형, 운영중심 평가모형, 소비자중심 평가모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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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평가모형, 참여자중심 평가모형 등이 있다(배호순, 2001). 목표중심 평가모형은 미리

설정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두는 모형으로 Tyler(1942),

Metfessel & Michael(1967) 등의 모형이 대표적이고, 운영중심 평가모형은 체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투입, 과정, 산출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초점을 두는 모형으로

Stufflebeam(1971), Alkin(1969) 등이 모형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중심 평가모형은 교육 행위

를 하나의 서비스로 간주하여 소비자로서의 학습자의 요구에 초점을 두는 모형이고, 전문

가중심 평가모형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모형이며, 참여자중심 모형

은 평가를 통한 결론을 도출할 때 참여자의 의견을 강조하는 평가모형이다.

가. 평가모형의 유형

1) 목표중심 평가모형(objective oriented)

목표중심 평가모형에서는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달성이 성과의 중심이 되며, 그렇기 때

문에 이 유형에 속하는 평가모형들은 목표 도달여부를 중시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을 대중

화하고 개념화한 학자는 Tyler(1942)이며, 이러한 평가방법을 목표중심 평가방법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목표중심 평가모형으로는 Tyler의 평가모형, Metfessel & Michael(1967)의

평가모형, Provus(1971)의 불일치 평가모형, Hammond(1969)의 평가모형 등이 있다(배호순,

2008). 목표중심 평가접근은 평가를 검사나 측정으로 분리시킴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은 경험적이고 실증적 연구를 강조하였고,

목표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절차와 도구, 평가 방법 및 평가기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목표중심 평가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명확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상황에도 평가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목표를 구체

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평가를 실시할 때 명확한 평가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평가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평가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다. 넷째,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교수자로 하여금 평가결과를 통해 자신의 교육활

동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도록 자극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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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목표중심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 사전에 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수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확산적 목표의 중요성을 간

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목표로 설정되지 않은 부수적 결과를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둘째,

가시적인 행동만을 강조함으로써 행동 용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가 어

렵다. 즉, 학생들의 내면적 인지구조의 변화, 가치와 태도 및 감정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

계가 있다. 셋째, 목표에 근거한 평가를 강조함으로써 수업이 평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

다. 넷째, 목표달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자

체에 대한 평가를 간과할 수 있다.

2) 운영중심 평가모형(management oriented)

운영중심 평가모형에서는 평가를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간주한다. 이 모형은 투입-과정-산출을 기준으로 하는 체제적 접

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Stufflebeam(1971)의 CIPP평가모형과

Alkin(1969)의 CSE모형을 들 수 있다(성태제, 2014).

Stufflebeam(1971)은 평가를 의사결정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

로 정의하였고 CIPP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C는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I는 투입평

가(input evaluation), P는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P는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이

다. Stufflebeam(1971)은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단계를 계획단계, 구조화단계, 실행단계, 재순환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였고, 4가지 의사결정 단계에는 각각의 평가유형(CIPP)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즉, 계획결정에는 산출평가, 구조화결정에는 투입평가, 실행결정에는 과정평가,

재순환결정에는 산출평가가 수행되어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된다고 보았다.

4가지 평가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상황평가란 계획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환경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유형이

다. 투입평가는 구조화 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어떠한 산물이 투

입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산물이 투입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유형이다. 과

정평가는 실행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구조화 단계에서 수립한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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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실행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산출평가는 결과단계에서의 활용을 위한 것으로 전체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유형이다.

UCLA모형이라고도 불리는 Alkin(1969)의 CSE(Center for the Study of Evaluation)모형

에서는 평가를 의사결정자들이 여러 대안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영역을 확인하고,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평가에 대한 가정으로 ① 평가는 정보 수집 과정이고, ② 평가에서 얻어진 정

보는 주로 대안적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③ 평가정보는 의사결정

자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져야 하고 의사결정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④ 다른 종류의 의사결정은 다른 종류의 평가절차를 요구함을

설정하고 있다.

CSE모형에서는 평가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체제 사정(systems assessment): 체제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으로 CIPP평가모형의 상황평가와 유사

② 프로그램 계획(program planning): 구체적인 교육 요구에 부응하여 프로그램을 선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CIPP평가모형의 투입평가와 유사

③ 프로그램 실행(program implementation): 프로그램이 의도한 바대로 대상 집단에 소개․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CIPP평가모형의 과정평가와 유사

④ 프로그램 개선(program improvement): 프로그램의 기능 정도, 목표 달성 정도, 예상치

못한결과의산출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 CIPP평가모형의 산출평가와 유사

⑤ 프로그램 인증(program certification): 프로그램의 가치와 다른 상황에 대한 잠재적

적용 가능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CIPP평가모형과 CSE모형은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 평가단계는 반드

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운영중심 평가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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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평가자에게 평가의 각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생성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어 평가의 초점을 명료화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진행 과정의 어느 단계

에서도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중심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 평가자와 의사결

정자의 역할이 구분됨으로써 평가자는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요구에 적합한 정보만을 제공

하게 되고, 의사결정자는 평가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하게 된

다. 둘째, 평가자의 정보제공을 위한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평가자라기보다는 방법론자의

역할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소비자중심 평가모형(consumer oriented)

소비자중심 평가모형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미연방정부의 기금이 교육과정개발에 투입

되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학생이나 교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시장성, 유용성,

생산성 대비 효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Scriven(1974)이 제안하였다. 이 평가모형은 교

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교육상품으로 보고 나아가 교육의 행위도 서비스로 간

주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인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가에 관심을 두는 평가

모형이다.

소비자중심 평가모형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지 목표달성 여부만

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달성이 소비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

다고 주장한 Scriven(1974)의 탈목표모형(Goal-free Evaluation)과 Sriven(1991)의 핵심 평

가 점검표, MorriSett & Stevens(1967)이 개발한 교육과정 자료 분석 체제(Curriculum

Materials Analysis System: CMAS)등이 이에 해당된다(성태제, 2014). 소비자중심 평가접

근은 분석체제 및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위하여 유용한 도구

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중심 평가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들이 정보나 시간이 부족할 때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관련 상품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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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교육프로그램 설정을 위하여 중요한 준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셋째, 점검표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간편하고 유용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중심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 교육프로그램

의 사전 심의 및 평가를 위해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교육상품의 가격을 높이게 되어 결국

에는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엄격한 평가준거를 강조하

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있어서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셋째, 표준화된 준거

는 학교나 지역고유의 독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넷째, 소비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나머지 교사나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4) 전문가중심 평가모형(expertise oriented)

전문가중심 평가모형(expertise-oriented evaluation)은 가장 오래되고 널리 쓰이는 모형

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여 교육제도, 프로그램, 교육상품, 교육활동 등을 평가하는 모형

이다. 전문가중심 평가모형은 평가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과 경험 및 지혜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교육제도, 프로그램, 교육상품, 교육활동 등을 평가한다.

Worthen & Fitzpatrick(1997)은 전문가중심 평가모형을 공식적 전문심의 체제(formal

professional review system), 비공식적 전문심의체제(informal professional review system),

특별 전담위원회심의(adhoc panel review), 특별 전담 개인 심의(adhoc individual review),

교육적 감식과 교육비평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문가중심 평가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에 대한 교육적 감식과 비평을

통해 평가에 대한 질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평가자에게 선행 훈련, 경험, 정련된 지각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실제에 대한교사의 이해력을 높이고 평가 자료의 해석을

깊이 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 능력에 대한 강조는 평가자로서 교사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문가중심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 평가자의 전문성에 대

한 지나친 의존은 자칫 평가의 주관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함과 정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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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공적 프로그램에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 교육적 감식과 비평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평가자가많지않다. 셋째, 동일한방법론으로광범위한대상을평가하는데제약이있다.

5) 참여자중심 평가모형(participant oriented)

참여자중심 평가모형은 전통적 평가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평가기준의 정립 및 결론

을 도출할 때 참여자의 의견을 강조하는 평가모형이다. 이 접근방법은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쟁점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가치다원주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

에 다른 평가모형에 비해 평가에 대한 접근방식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참여자중심 평가모

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평가모형으로는 Stake(1967)의 종합실상모형, Rippey(1973)의 교류

적 평가모형, MacDonald(1974)의 민주적 평가모형, Stake(1976)의 반응적 평가모형, Guba

& Lincoln(1981)의 자연주의 평가모형 등이 있다. 참여자중심 평가모형은 과학적, 실증주

의적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현상학적, 해석학적,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

운 평가방법을 제안하여 평가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여자중심 평가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수집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질적

평가방법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둘째, 평가 관련자들의 반응을 중시한 유연한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다. 셋째, 평가에 있어서 인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평가관련자들을 고르게 배려함으로써 평가활동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중시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평가 자체가 교육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

써 평가활동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고양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참여자중심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첫째, 평가에 개입하

는 주관이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평가에서 개인적인 기준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가 아니라면 평가활동의 수행이 어렵다. 셋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이 많으며, 집중적인 노동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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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IPP평가모형

운영중심 평가모형에 속하는 CIPP평가모형은 고전적 평가모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구안된 대안적 평가모형으로 대표적인 운영중심 평가모형 중 하나이다

(배호순, 2008). Stufflebeam(1971)은 평가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설계, 획득, 제공하

는 과정으로 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CIPP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김옥남, 2006).

CIPP평가모형에서 C는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I는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P는 과

정평가(process evaluation), P는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 의미한다.

Stufflebeam(1971)은 의사결정의 내용과 성격에 관심을 두고 그에 대응하는 평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유형을 계획단계 의사결정, 구조화

단계 의사결정, 실행단계 의사결정, 재순환단계 의사결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단계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계획단계에서 추구할 목표를 설정하는 상황(context) 평가, 설정된 목표

와 요구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조적 결정과 관련된 투입(input)

평가, 설계한 대로 실천하기 위한 결정과 관련된과정(process) 평가, 프로그램을존속시킬것

인지의 결정과 관련된 산출(product)평가 등 4가지 평가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Ⅲ

-20> 참조).

의사결정 유형 평가유형

계획단계 의사결정 상황평가

구조화단계 의사결정 투입평가

실행단계 의사결정 과정평가

재순환단계 의사결정 산출평가

<표 Ⅲ-20> CIPP평가모형에서의 의사결정 유형과 평가유형

CIPP모형은 체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자의 중요한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

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피드백 중심의 평가 특성으로 인해, 거시적 차원의 프로그램, 제도, 정책 등의 실행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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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교육기관의 성과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교육활동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할 때 유

용한 평가모형이 될 수 있다(박영용, 김진모, 2006).

1) 상황평가

상황평가는 계획단계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이다. 상황평가는 대상

집단을 정의하고 그들의 요구와 문제, 기회요인 등을 정해진 환경 내에서 분석하여 요구와

밀접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상황평가는 어떤 준거나 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내

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적 요인과 체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적

인 평가의 과정보다는 평가를 위한 준비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

옥남, 2006).

상황평가의 방법은 대상 집단과 그들이 둘러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

석을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측정, 상황 및 체제 분석, 의사결정자들

의 요구진단,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목적 설정 등을 위해 관계자나 의사결정자들을 대상

으로 인터뷰나 면담 등의 진행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

그램의 취지 및 목적에 관련된 기록문서와 문헌연구를 검토하여 배경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권자는 상황평가 정보를 효과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투입과 과정 요소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Stufflebeam &

Shinkfield, 2007).

 

2) 투입평가

투입평가는 구조화단계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이다. 투입평가는 설정

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최선의 계획을 수립하

고, 절차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투입평가를 통해 요구와 환경을 고려하여 방법론적 대

안들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실패의 위험이 있거나 자원낭비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다(김옥남, 2006). 투입평가 단계에서는 선정된 계획의 실행가능성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을 기술하고 분석하는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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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어야 한다(배호순, 2008).

투입평가의 방법은 대상 집단의 요구충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현지 방문 및 전문가자문을 등을 활용하여 투입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예비검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투입될 요소 및 계획에 대하여 적절성을 판

단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자는 투입평가 정보를 통해 대상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안적

인 전략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적절한 자원을 도출하며 절차와 실행계획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

3)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실행단계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이다. 과정평가는 계획이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실행단계에서 장애요인, 개선

의 필요성, 절차상의 결점 등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운영상의 정보 및 활동을 기록하고 판

단하는데 목적을 둔다(나승일 외, 2007). 과정평가에서는 의사결정자에게 프로그램의 일정

및 계획 준수, 효과적 자원 활용, 진행 원활도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실행되지 못한 계획

이나 잘못된 판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는 대상

집단이 얼마나 그들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과정평가의 방법은 프로세스상의 문제 및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모니

터링 실시하고, 문제 발생의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황평가와 투

입평가 정보를 해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효과적인 과정평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자 또는 참여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활동 관찰을 유지하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산출평가

산출평가는 재순환단계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이다. 산출평가는 그 프

로그램이 끝난 후 본래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대상 집단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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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떠하였는가 등을 측정하고 확인하는데 목

적을 둔다. 특히, 산출평가에서는 계획된 목표와 관련된 성과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측정

하고 측정된 결과를 사전에 결정된 기준이나 준거에 비교하여 상황, 투입, 과정평가의 정보

와 관련시켜 해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Stufflebeam(2000)은 산출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의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산출평가를 통

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 즉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 긍정적 효과와 부정

적 효과 등을 모두 측정할 수 있고, 실행노력과 장점 및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는 산출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향후 프로그램을 계속적 진행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내릴 수 있다(김옥남, 2006).

산출평가의 방법은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성과의 해석, 대상 집단들의 요

구 충족 등에 대하여 양적, 질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록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과 성과를 비교하여 판

단하기도 한다. CIPP평가모형의 4가지 평가유형을 비교하는 <표 Ⅲ-21>과 같다.

구분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평가
목표

- 대상 집단 확인 및 
요구분석

- 상황적 요인 분석
- 체제 분석
- 문제, 기회요인 파악

-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 분석

- 최선의 계획 수립
- 전략의 수립 및 분석

- 계획의 실행
- 장애요인, 개선의 
필요성, 결점 파악

- 운영상의 정보 및 
활동 기록·판단

- 대상 집단의 요구 
충족 확인

- 목표 달성 측정
- 성과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상황, 투입, 과정평
가와 연결하여 환류

평가
방법

- 조사연구
- 문헌연구
- 인터뷰, 면담

- 문헌 연구
- 전문가자문
- 예비검사

- 모니터링 
- 문제 발생의 원인과 
해결책 분석

- 상호작용 및 활동 
관찰

- 질적, 양적 분석 수행
- 기록의 해석 및 판단
-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과 성과 비교

의사
결정
내용

- 평가 대상의 영역 
결정

- 목표 설정
- 우선순위 부여

- 투입될 자원의 결정
- 전략 및 구조화 
결정

- 프로세스 운영 계획 
및 시행 절차

- 결과 해석을 위한 
분석 방법 결정

- 프로그램의 진행,

종결, 수정 결정
- 긍정 또는 부정적인 
효과의 해석 및 
가치 판단

<표 Ⅲ-21> CIPP평가모형의 4가지 평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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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IPP평가모형의 적용 가능성

CIPP평가모형은 평가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행위

로 간주하는 운영중심 평가모형에 해당한다. Stufflebeam(1971)은 평가를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의

사결정의 유형을 계획단계 의사결정, 구조화단계 의사결정, 실행단계 의사결정, 재순환단계

의사결정으로 구분하였다. CIPP평가모형은 계획단계에서 대상 집단의 요구를 분석하고 추

구할 목표를 설정하는 상황평가, 요구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구체화하여 구조화하는 투입평가, 계획에 따른 실행과 운영상의 성공 및 장애요인을 파악

하는 과정평가, 대상 집단의 요구충족도 및 계획단계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프로그

램의 달성 성과를 분석하는 산출평가 등 4가지 평가유형으로 구성된다(박태준 외, 1998; 황

정규, 2000). CIPP평가모형은 계획한 목표의 달성여부,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 성과, 효과를

판단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CIPP모형은 다른 평가모

형과 달리 폭넓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상황 등을 파악하여 의사결정과 평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배호순,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평가준거

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교육과정평가에서부터

기관평가까지 널리 활용되는 CIPP평가모형을 활용하였다. 운영중심 평가모형에 해당하는

CIPP평가모형을 통해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각각의 단계마다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를 시행할 수 있고, 해당 단계에 알맞은 개선사항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여타의 평가모형

과 달리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모형이다.

CIPP평가모형의 4가지 평가유형을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계획(planning) 단계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유

형으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대상 집단의 요구 및 상황적 요인 등을 평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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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요소에 관한 평가영역 구안에 도움을 준다.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구조화(structuring) 단계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

유형으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 인적·물적 자원 분석 등을 평가함으

로써 투입요소에 관한 평가영역 구안에 도움을 준다.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실행(implementing) 단계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평

가유형으로 계획의 원활한 실행 여부, 실행상의 장애 요인, 개선의 필요성 등의 평가함으로

써 과정요소에 관한 평가영역 구안에 도움을 준다.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 재순환(recycling) 단계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

유형으로 목표를 달성 정도 측정, 운영 개선에 환류 등을 평가함으로써 산출요소에 관한

평가영역 구안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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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개발의 연구 절차는 크게 평가준거 구안 단계, 평

가준거 타당화 단계,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단계로 구분되며 연구 방법으로는 문

헌연구, 담당자 인터뷰, 전문가 검토, 델파이 조사법, 계층화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종

합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Ⅲ-1]과 같다.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평가준거 구안

▶

◈ 문헌연구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평가준거 요소 추출

 - 대학정보공시제, 평가준거 등

 - 대학정보공시 우수대학의 특성 및 운영체계 분석 등

 - 대학정보공시 우수대학의 담당자 인터뷰

 - 전문가 검토를 통한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검토

 · 문헌연구
(우수사례 분석 포함)

 · 담당자 인터뷰

 · 전문가 검토
◉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초안 구안



평가준거 타당화

▶
◈ 1차 델파이 조사

 -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초안의

타당화 및 수정

 · 델파이 조사법◈ 2차 델파이 조사

 - 수정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타당화


◉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확정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

▶
◈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

 -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계층화 분석

 · 계층화 분석법
◉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및 복합 가중치 산정

[그림 Ⅲ-1] 연구 절차,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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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준거 구안 단계

평가준거 구안 단계는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하여 평가준거를 작성하고 확정하는 단계

이다.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고, 평

가준거에 평가의 목적이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를 구안하기 위하여 ① 문헌연구, ② 우수대학 사례분석, ③ 담당자 그룹 인터뷰 등의 절차

를 진행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한 이해, 평가에 대한 이해, 평가준거 개발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고,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대한 우수대학

사례분석 및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나. 평가준거 타당화 단계

평가준거 타당화 단계는 개발된 평가준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준거를 최종적

으로 확정하는 단계이다. 문헌연구, 우수대학 사례분석,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된 평

가준거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위원이 제시

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준거 초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준거 초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우수사례 분석, 담당자 인터뷰,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구안된 평가준거가 어느 정도 타

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델파이 조사에서 사용하는 개방형 질문은 생략하

였고, 구조화된 조사지를 사용하여 총 2차에 걸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에 대한 델

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Ⅲ-1> 참조).

  

델파이 조사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차 1차 타당화

2차 2차 타당화

⇓

최종 평가준거 확정

<표 Ⅲ-1> 델파이 조사를 통화 평가준거 타당화 절차



- 46 -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평가준거를 영역별, 항목별, 지표별로 나누

어 각각 타당도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델파이 응답지에는 패널들로 하여금 각 단

계별로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란을 제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수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경향과 변산도(중앙값과 사분범위)를 산출하여 2

차 델파이 조사지에 표시하였고, 패널들이 1차 조사에 응답한 의견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사분범위를 벗어나 응답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도록 요청하였다.

  

다.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 단계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단계는 타당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준거

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1,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평가준거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하여 개발된 조사도구를 델파

이 패널들에게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계층화 분석법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이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각 요소간에 미치는 영향력의 수

준을 판단하는 기법이다(김은자, 2007).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준거가 위

계화 되어야 하므로 평가준거를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로 위계화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평가준거 구안단계에서 사용하였으며 주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구안하기 위해 평가의 대

상이 되는 대학정보공시제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 및 프로세스 등을 탐색하였고, 대학정보

공시 우수대학의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평가 및 평가준거 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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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전북 충남 총합계

대학
국립 - - - - - - - 1 - 1 - 2

사립 - 1 1 1 1 1 1 - 1 - 1 8

전문
대학

사립 1 - - - - - - - 1 - - 2

총합계 1 1 1 1 1 1 1 1 2 1 1 12

<표 Ⅲ-2> 대학정보공시 우수대학의 인터뷰 참여 현황 (단위: 개교)

나. 우수대학 담당자 인터뷰

대학정보공시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운영상의 특징, 운영체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우수대학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우수대학은 총 12

개교(대학 10개교, 전문대학 2개교)로 3개교씩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4차례 인터뷰 진행하

였다(<표 Ⅲ-2> 참조). 인터뷰를 통해 대학정보공시 우수대학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

운영체계, 성공요인 등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를 구안하였다.

  

  

다. 전문가 검토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검토를 실

시하였다. 전문가 위원은 총괄관리기관 3명, 항목별관리기관 3명, 대학관계자 2명으로 구성

하였다(<표 Ⅲ-3> 참조).

  

참가자 집단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 대학관계자

인원 3 3 2

<표 Ⅲ-3> 전문가 위원 현황 (단위: 명)

전문가 검토에서 주요하게 검토한 내용은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모형과

구안된 평가준거의 적절성, 평가준거의 내용타당도, 평가준거의 상하 위계적 관계,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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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 지표 설명에 대한 정확성, 기타 연구 전반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할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

준거를 확정하였다.

  

라. 델파이 조사법

평가준거 타당화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법은 특정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방법

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

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

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한규, 2006). Delbecq, A,L., Van, A.H.

& Gustafson, D.H. (1975)은 델파이 조사법을 요약된 정보와 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유도하며 직접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도 그룹의

의견 일치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종성(2001)은 델파이 조사법은 평

가준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고 하였고, 김은자(2007), 이윤조(2008)는 평가준거를 개발함에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1) 델파이 패널 구성

델파이 조사에서는 선정된 델파이 패널들에 의해 연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패널 선정이 사실상 델파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델파이 패널 집단을 구성할

때에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과 능력, 참여의

성실성, 집단의 적정한 인원수가 고려되어야 한다(이건남, 2009). 델파이 패널 집단의 크기

와 관련하여 Dalkey(1981)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0명 이상의

패널들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Delbecq(1975)는 10~15명의 패널들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하였다(윤미숙, 2003; 이건남, 2009).

선행연구자들의 권고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개발과 관련하여 여



- 49 -

러 집단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델파이 패널은 대학정보

공시제 관련 연구 경력을 가진 교수 및 연구자 집단(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정보공시 업무

경력 3년 이상 및 대학근무 경력 10년 이상으로 대학정보공시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수

행하는 팀장급 교직원집단, 대학정보공시제를 운영하는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관리기관의

조사기관 전문가집단(팀장,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대학교직원 집단

은 지역별, 설립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표 Ⅲ-4> 참조).

   

구분 델파이 패널 선정 기준 인원 수

교수 및 연구자
대학정보공시 관련 연구 경력을 가진 교수 및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5명

대학교직원

대학정보공시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수행하는 팀장급 교직원
(공시업무 3년 이상 및 대학근무 경력 10년 이상)

* 설립유형별: 국립대학 2명, 사립대학 3명
지역별: 수도권 대학 2명, 비수도권 대학 3명 

5명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전문가

대학정보공시제를 운영하는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관리기관의 
팀장(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5명

합 계 15명

<표 Ⅲ-4> 델파이 패널 선정 기준

  
델파이 패널은 직접 면담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델파이 패널 참여의사 여부를 물어본 뒤,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델파이 패널로 선정하였

다. 조사 절차의 복잡성과 반복에 따른 패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 선정시 3차례

에 걸친 조사에 모두 응답해 줄 것을 동의한 경우에만 델파이 패널로 선정하였고, 그 후

각각의 조사때마다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패널들이 델파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표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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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직급 학력 경력

교수 및 
연구자
(5명)

ㅇㅇ대학교 교수 박사 14년

ㅇㅇㅇ대학교 교수 박사 12년

ㅇㅇ대학교 교수 박사 9년

ㅇㅇㅇㅇ기관 연구원 박사 5년

ㅇㅇㅇㅇ기관 연구원 박사 3년

대학
교직원
(5명)

ㅇㅇ대학교 기획팀장 석사 20년

ㅇㅇ대학교 기획팀장 석사 18년

ㅇㅇㅇ대학교 기획・평가팀장 석사 16년

ㅇㅇ대학교 기획・평가팀장 학사 15년

ㅇㅇ대학교 평가팀장 학사 15년

대학정
보공시 
조사기
관

(5명)

ㅇㅇㅇㅇ기관 팀장 석사 8년

ㅇㅇㅇㅇ기관 팀장 석사 6년

ㅇㅇㅇㅇ기관 팀장 학사 5년

ㅇㅇㅇㅇ기관 팀장 석사 4년

ㅇㅇㅇㅇ기관 팀원 석사 5년

<표 Ⅲ-5> 델파이 패널 현황

  
2) 조사지 개발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로 구성된 구조화된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델파이 조사지는 평가준거의 위

계 및 계층화 분석시 상대적 중요도의 가중치 산정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영역은 4

가지 이상의 평가영역으로 구성하며, 가급적 각 평가영역은 2가지 이상의 평가항목으로, 각

평가항목은 2가지 이상의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수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경향과 변산도(중앙값과 사분범위)를 산출하여 2차 델파이 조

사지에 표시하였고, 패널들이 1차 조사에 응답한 의견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사분범위를 벗어나 응답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도록 요청하였다. 타당도 조사를 위한

척도로는 델파이 조사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 51 -

3) 조사지 발송 및 수집

델파이 조사지 발송 및 수집은 각 차수별로 E-mail을 통해 진행되었다. 델파이 패널들에

게 조사지를 발송한 후 전화 연락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고, E-mail로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1차∼3차 델파이 조사지 발송 및 수집은 2016년 2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었고, 델파이 조사에 대한 패널들의 응답률은 100%로 나타났으며, 조사단계에 따른

델파이 조사지 발송 및 수집 기간은 <표 Ⅲ-6>과 같다.

  

구분 조사 목적 발송 및 수집 기간 조사 방법
응답 및 
회수율

1차 델파이 조사
평가준거 
타당화

2016.2.18 ~ 2016.2.25 E-mail 100%

2차 델파이 조사 2016.3.3 ~ 2016.3.10 E-mail 100%

3차 델파이 조사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2016.3.16 ~ 2016.3.23 E-mail 100%

<표 Ⅲ-6> 조사지 발송 및 수집 기간

  
4) 분석방법

평가준거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Excel,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치와 합의도, 수렴도, CVR 등

의 타당도 수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Excel 및 계

층화 분석법 분석 도구인 expert choice 11.5을 활용하였다(<표 Ⅲ-7> 참조).

구분 분석방법 분석 프로그램

1차 델파이 조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앙
값, 사분위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Excel, Spss 18.0

2차 델파이 조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앙
값, 사분위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Excel, Spss 18.0

3차 델파이 조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앙
값, 사분위편차, 상대적 중요도

Excel, Spss 18.0,

expert choice 11.5

<표 Ⅲ-7> 델파이 조사지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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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준거의 타당화

선행연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된 평가준거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는

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여 검증할 수 있

다. CVR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델파이 패널의 수, 즉 5점 Likert 척도에서 4, 5점에 응답한 패

널들의 빈도를 의미한다. 은 연구에 참여한 전체 델파이 패널의 수를 의미한다. 50% 이

상의 패널이 제시된 평가준거(영역, 항목, 지표)에 대하여 내용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응답(4, 5점 응답)하였을 때, CVR값은 0과 1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50%일 때는 CVR값이

0이 되며, 50%미만일 때 CVR값은 음수가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델파이에 참여한 패널

이 15명일 때, CVR값이 0.49 이상인 지표들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20명일 경우는 CVR값

이 0.42 이상인 지표들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Lawshe, 1975).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패널(N)은 총 15명이므로 Lawshe(1975)의 정의에 따라 CVR값이 0.49이상

인 지표들을 타당한 것으로 본다(이윤조, 2009).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합의도와 수렴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합

의도와 수렴도는 패널의 의견이 얼마나 합의점으로 모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도와 수렴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합의도   

    
, 수렴도 

    

  
 은 제1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응답한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에 해당하는 값이며,

 은 제3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응답한 사례수의 누적값 중 75%의 값을 의미한다. Mdn은

중앙값이다.  와  값이 완전히 일치할 경우, 합의도는 1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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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수록 합의도 값은 감소하게 된다. 이한규(2006), 이건남(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합의도가

0.7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해당 지표가 타당하고, 패널들이 긍정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렴도는 패널들의 의견이 모두 한 점에서 수렴하였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패

널들 간의 의견 편차가 커져  과  이 벌어져 감에 따라 수렴도의 값도 증가하게 된다.

이한규(2006), 이윤조(2009)에 연구에 따르면, 수렴도 값이 0.50 이하의 값을 가질 때 해당

지표가 타당하고, 패널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준거에 대한

타당도 판단을 위한 CVR, 합의도, 수렴도 판단 기준은 <표 Ⅲ-8>와 같다.

   

기준 내용

CVR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도 비율): 도출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50%이상일 경우, 그 문항은 타당함
패널이 15명일 경우, CVR(내용타당도비율) ≥ 0.49 (Lawshe, 1975)

합의도
제1사분위 값과 제3사분위 값이 완전 일치할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
가 클수록 수치가 감소함.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문항이 타당함
합의도 ≥ 0.75

수렴도
의견이 한 점에서 모두 수렴하였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의견의 편차가 클 경우 
그 값이 커짐. 따라서 0에 가까울수록 문항이 타당함
수렴도 ≤ 0.50

<표 Ⅲ-8> 평가준거의 타당도 판단 기준

나)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

평가준거의 영역별, 항목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였다. 평가준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한 동일한

델파이 패널들을 대상으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한 AHP 조사를 진행

하였다. 델파이 기법과 AHP기법과의 결합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한 조사 연구 방법임이 제

시되고 있다(조근태 외, 2003). 계층화 분석을 위한 조사지의 발송 및 수집은 E-mail을 통

해 이루어졌고, 계층화 분석법의 통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Expert Choice 11.5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계층화 분석법을 진행할 때는 조사지에 대하여 패널들이 일관되게 응답하고 있는지 검

증해야한다. 계층화분석조사지에패널들이일관되게응답한다는것은다음과같은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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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보다 중요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가 응답하였으면 A는 반드시 C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응답이 되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즉, A＞B이고 B＞C이면, 반드시 A＞C이다.

연구자는 델파이 조사지에 응답한 패널들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응답하고 있는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하여 검증해야 한다. CR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

음과 같다.

  

  


  

CI(Consistency Index)는 일관성 지수이고, RI(Random Index)는 무작위 지수이다.

CI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max 

λ max 는 이원비교행렬의 가장 큰 고유치를 말하며 N은 비교되는 대안(또는기준)의 수

를 나타낸다. RI(Random Index)는 Satty(1994)에 의하여 개발된 무작위지수로서 Average

Random Index에 따라 적용되며 그 지표 값은 다음과 같다(Triantaphyllou & Mann,

1990)(<표 Ⅲ-9> 참조).

  

행렬의 크기(n) 1 2 3 4 5 6 7 8 9 10

RI

(Random Index)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표 Ⅲ-9> Average Random Index

CR은 이렇게 구해진 CI를 RI(Random Index)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CR은 일관성 비

율로 논리적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0.1 이하의 값을 가질 때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연경화, 2009). 만약 0.1 이상이 될 경우 응

답자가 논리적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응답자의 의사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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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구안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구안 단계는 이 연구의 목적인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선행연구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평가준거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준거의 영역·항목·지표를 구안하였다.

  

가. 평가준거 개발 방향 설정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구안하기 위하여 평가준거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정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구안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준거는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개발된 평가준거는 대학정보공시제의 일부 프로세스에 대한 진단 및 성과

측정에 국한되지 않고 운영 전반에 연관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평가준거 개발의 목적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프로세스가 각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보

다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각 프로세스의 단계가 공시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둘째, 평가준거는 대학의 업무 현장에 적용 가능해야 하고, 각 평가준거는 평가의 대상이

자 주체인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주체이자 대상은 대학정보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이다. 평가의 주체이

자 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대학과 동떨어진 주체, 이를테면 유·초·중등정보공시 운

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개발한다면 대학 현장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신뢰도

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대학의 업무 담당자, 관리자 등이

모두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평가준거가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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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평가준거는 타당화 및 가중치 산정 등을 위하여 적절한 위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

히, 주요 평가지표는 특정 영역과 항목에 집중되지 않고 전반적인 균형과 적절한 위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평가준거의 타당화 과정과 가중치 산정의 단계에서 특정 영역, 항목, 지

표에 타당도과 가중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역, 항목, 지표는 가급적 단수보

다는 복수(2개 이상)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평가준거 초안 개발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가준거의 위계를 설정해야 한다. 평가준거를 여러 단계

로 위계화하는 것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고, 평가에 대한 신

뢰도를 제고하여 준다. 미국(NCACS)의 경우 평가준거를 평가영역>평가준거>하위준거의 3

단계로 위계화하고 있으며, 일본(JUAA)의 경우 평가준거를 평가영역>하위준거>점검사항

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이영학, 2008).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평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인증편람(2015)에서도 평가준거의 위계를 평가영역>평가부

문>평가지표(준거)의 3단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고재성(2006), 이윤조(2009)는 평가준거의

위계를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지표의 3단계로 제시하였다.

  

구분
영역

미국(NCACS) 일본(JUA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관평가인증 
편람(2015)

고재성(2006) 이윤조(2009)

평가준거 위계

3단계
평가영역
평가준거
하위준거

3단계
평가영역
하위준거
점검사항

3단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준거)

3단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3단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반영 미반영 미반영 반영 반영 반영

NCACS: 미국 북중부 대학 및 학교 협회(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JUAA: 일본대학기준협회(Japan University Accreditation Association)

<표 Ⅳ-1> 국내·외 평가준거의 구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안에 따라 평가준거의 위계를 평가영역 > 평가항

목 > 평가지표의 3단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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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을 구안하기 위해 일반적인 교육과정 평가준거에서부터 기관평가까지 널리 활

용되는 CIPP평가모형을 활용하였다. CIPP평가모형은 각 평가 단계마다 의사결정을 지원하

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 프로세스 전반을 진단할 수 있는 운영중심 평가 모

형이기 때문에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을 구안하기 위해 활용하였

다. 평가영역의 구안은 평가준거 개발의 첫 단계로 평가준거의 위계구조상 가장 상위의 포

괄적인 부분이다. CIPP평가모형의 각 단계별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선행연구로

부터 도출하였다(<표 Ⅳ-2> 참조).

Jacobsin(1990)은 상황영역을 요구, 목적으로 과정영역을 교육활동으로 산출영역을 성과

달성으로 구분하였고, Marcinkows(1993)는 상황영역을 요구, 목적, 목표로 과정영역을 교

육활동으로 산출영역을 산출물로 설정하였다. 이은주(2003)는 상황영역을 요구조사 목적의

명료성으로 투입영역을 참가자 특성, 강사의 전문성, 예산의 합리성으로 구분하였고, 임상

희, 남상준(2004)은 상황영역을 환경적 맥락, 환경분석으로 과정영역을 프로그램 운영, 교사

와 학습자 의사소통으로 산출영역을 프로그램 평가로 설정하였다. 나승일(2006)은 상황영역

을 기관역할과 교육목적의 부합성으로 투입영역을 전담조직 및 인력,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로 과정영역을 교육방법, 교재개발, 교육관리로 산출영역을 교육생 평가, 평가결과 활용으

로 구분하였고, 김애자(2007)는 상황영역을 교육목표 수립, 업무 분석으로 투입영역을 시설

설비 활용, 기자재 제공으로 과정영역을 계획한 목표의 실행, 상호작용으로 산출영역을 현

장적용 가능성으로 설정하였다. 김지연(2007)은 상황영역을 인사 및 행정, 조직구조로 투입

영역을 인적자원, 시스템으로 과정영역을 교육과정으로 산출영역을 평가, 사정으로 구분하

였고, 이규녀(2010)는 투입영역을 인적자원, 물적자원으로 과정영역을 프로그램 운영, 교수

학습활동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각 평가영역을 바탕으로 평가영역 구안 요소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을 구안하였다(<표 Ⅳ-2> 참조).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을 ‘1. 조직 구조 및 인사’,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3. 예산 및 시스템’,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5. 정보공시위원회’, ‘6. 계

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7. 의사소통’, ‘8.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9.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10. 성과’으로 구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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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상황 투입 과정 산출

Jacobsin

(1990)

- need

- goal

- resource

- constraints

- alternative

- strategies

- activities - program,

- accomplishments

Marcinkows

(1993)

- need

- goal

- objectives

- instructional

- planning

- instruction

- activity

- learning

- outcome

이은주
(2003)

- 요구조사
- 목적의 명료성

- 참가자 특성
- 강사의 전문성
- 예산의 합리성

- 매체의 활용가능성 
- 내용과 방법의 
다양성

- 프로그램 운영 
평가 

- 운영결과 피드백

임상희, 남상준
(2004)

- 환경적 맥락
- 환경분석

- 목적 및 목표 
- 교수 계획

- 프로그램 운영
- 교사와 학습자 
의사소통

- 학습결과
- 프로그램 평가

나승일
(2006)

- 기관역할과 교육
목적의 부합성

- 전담조직 및 인력
- 교육시설
- 교육기자재

- 교육방법
- 교재개발
- 교육관리

- 교육생 평가
- 평가결과 활용

김애자
(2007)

- 요구분석 
- 교육목표 수립
- 업무 분석

- 시설 설비 활용 
- 기자재 제공
- 환경 

- 계획한 목표의 
실행

- 상호작용

- 현장적용 가능성

김지연
(2007)

- 기관의 지원 
- 인사 및 행정
- 조직구조

- 인적자원
- 시스템

- 교육과정 - 평가
- 사정

이규녀
(2010)

- 요구 및 목표 - 인적자원 
- 물적자원

- 프로그램 운영
- 교수학습활동

- 성취도

이정은
(2015)

- 대상자 분석
- 현장 실태 분석
- 목표 분석

- 인원 구성
- 시기와 시간
- 행·재정적 지원

- 지속적인 운영 
관리

- 교수학습방법 운영

- 만족도 평가
- 운영 평가

평가
영역 구안 

요소

- 조직구조
- 인사
- 목표 및 계획 수립
- 업무분장

- 예산
- 물적자원
- 인적자원

- 계획이행
- 교육과정
- 의사소통
- 과정운영

- 관리 및 활용
- 운영 평가
- 운영결과 피드백 
- 현장적용 가능성

평가
영역

- 조직 구조 및 인사
-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 예산 및 시스템
-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 정보공시위원회

-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 의사소통
-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 성과

<표 Ⅳ-2> CIPP평가모형 기반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평가영역 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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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시업무 프로세스 평가영역

상황평가
(context)

공시입력 전 준비 단계
1. 조직 구조 및 인사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투입평가
(input)

공시정보 산출 및 담당자 입력 단계
3. 예산 및 시스템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과정평가
(process)

입력된 공시정보의 검증 단계

5. 정보공시위원회
6.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7. 의사소통
8.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산출평가
(product)

공시정보의 활용 및 개선
9.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10. 성과 

<표 Ⅳ-3> 공시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평가영역 구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평가준거의 위계구조상 평가영역 하위에 해당한다. 평가준거의

활용 용이성 및 평가과정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지표는 대학의 공시업무

프로세스 및 내용을 기반으로 구안될 필요가 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가 공시업무 프로세

스를 기반으로 구안되어야 외부평가자는 물론이고 대학현장에서 평가준거를 활용하기에 용

이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5)에 따르면 대학의 공시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①공시정보 입력 전 준비 단계 ②공시정보 산출 및 담당자 입력 단계 ③입력된 공시정

보의 검증 단계 ④공시정보의 활용 및 운영 개선 단계

이러한 공시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구안된 평가영역을 구분하면 <표 Ⅳ-3>과 같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구안하기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우수대학 특성 및 운영체계 분석,

우수대학 담당자 인터뷰(대학 10개교, 전문대학 2개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정보

공시 우수대학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가

영역에 따라 주요 핵심요인을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구안하였

다(<표 Ⅳ-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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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우수성과 달성의 핵심요인 평가항목 구안 평가지표 구안

1. 조직 구조 
및 인사

- 공시업무 전담조직의 유무
- 공시업무 전담조직(구조)의 체계성
- 공시업무 지원조직(구조)의 체계성 
- 업무 분담에 대한 협조 체계 구축

- 조직 구조
- 공시전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업무 지원 조직의 
체계성

- 잦은 인사이동 지양
- 인사이동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 인사 
- 인사이동 주기
-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 공시업무 진행에 대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 

- 공시업무 진행에 대하여 이행가능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 목표 및 
계획 수립

- 목표 수립의 적절성
- 계획 수립의 체계성

- 직원 간 업무 분담의 명확화
- 담당자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 공시업무의 진행 창구의 일원화

- 업무분장

-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의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3. 예산 및 
시스템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회의비 및 수당 편성 등)

- 공시업무 진행 및 시기에 따른 예산
집행(회의비 및 수당 집행)

- 예산
-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예산 집행의 타당성

- 통계자료 산출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통계업무 부담 경감 및 정확도 향상)

- 시스템 구축 -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자료 산출을 위한 시스템의 활용 
용이성

- 필요한 공시자료를 산출하는데 적정한
시간 소요

- 시스템 활용
-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공시자료 산출 소요 시간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경험이 많고,

항목담당자를 지원하고 총괄할 수 있는 
총괄담당자(정규직, 대리급 이상, 대학 
근무 경력은 3년 이상)

- 입력 항목에 대하여 배경지식이 있고,

지침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항목담당자(대학 근무 경력은 3년 이상)

- 인력의 
전문성

-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업무 전반을 리드하고, 철저하게 
업무 진행 및 계획 이행도를 
체크하는 총괄담당자의 인식 및 태도

- 공시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항목담당자 인식 및
태도

- 담당자 인식

- 총괄담당자의 업무 
중요인식도

- 항목담당자의 업무 
중요인식도

- 공시업무에 수행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담당자를 격려하는 관리자 인식 및 태도

- 대학차원에서 공시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영진 인식 및 태도

- 정보공시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

- 경영진 인식

- 부서, 팀, 처장의 업무 
중요인식도

- 이사회, 총장 등의 업무
중요인식도

<표 Ⅳ-4> 우수성과 달성의 핵심요인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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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우수성과 달성의 핵심요인 평가항목 구안 평가지표 구안

5. 정보공시
위원회

- 공시업무 개선 및 운영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고, 이슈발생시 해결을 위하여 
협의할 수 있는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운영

- 공시정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해당 업무에 노하우를 가진 
적절한 위원 선임 및 구성

- 정보공시
위원회구성

- 정보공시위원회 구성 여부
- 정보공시위원회 위원의
적절성

- 공시시기에 맞춰 연4회 이상 정기적,

주기적인 위원해 개최
- 정보공시위원회를 통해 제안·도출된 
사항을 이행하고 운영 개선에 반영

- 정보공시
위원회 운영 
및 결과

- 공시 시기별 정보공시
위원회 개최 정도

- 정보공시위원회 결과 환류

6.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 수립한 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 여부 체크를 통한 업무 진행의 
체계성

- 계획 이행도 - 계획 이행도

- 외부(교육부, 대교협) 교육 및 지침 
설명회 참석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는 조직 문화

- 정보공시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부 강사 등을 통해 관심을 환기하는
등 교내 자체교육 시행

- 담당자 교육
-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7. 의사소통

- 타부서와 유기적으로 업무에 대하여 
협조·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직 문화

- 담당자간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정

- 담당자 간 활발한 논의 및 토론 문화
- 자료 공유 및 담당자 간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 조직 내 
의사소통

-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 체제의 적절성

-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정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조직 외 
의사소통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8.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 공시지침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항목담당자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총괄담당자

- 입력지침 확인 및 지침 변경 사항 체크
- 세세한 사항까지 지침에 대해 이해하고,

지침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항목담당자

- 입력지침의
이해

-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공시정보에 대한 자체 검증법 구안
- 유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상호 교차검증 및 다단계 검증

- 검증 체계
- 검증방법의 체계성
- 검증내용의 타당성
-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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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우수성과 달성의 핵심요인 평가항목 구안 평가지표 구안

- 담당자간 책임검증 체계 구축
- 대학원 간 교차검증 실시
- 타당한 내용으로 주기적 검증 실시
- 주요 검증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 사전 검증 및 사후 검증
- 공시자료의 입력 및 검증 보고 체계를
총장님까지 상향 조정

- 오류 사항 보고 및 처리 후 피드백
- 주요 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공시정보 
정정 및 현행화

- 오류 발생 및 정정 현황 공유
- 오류 발생시 공시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자료 정정

9.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 웹디스크 등을 활용한 기초자료 보관 
및 관리(연도별, 항목별)

- 기초자료를 내부 기안으로 관리
- 입력 후 철저한 공시 증빙자료의 관리
- 내부점검 및 평가
- 운영 개선을 위한 자체 감사 체계 운영

- 공시자료 
관리

-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내부 점검 및 감사체계
운영

- 공시정보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학운영에 관한 개선, 학과평가,

교수평가 등에 활용
- 장·단기 대학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시자료의 활용

- 공시자료 
활용

-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10. 성과

-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때, 성과달성에
따라 개인과 부서에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때, 성과
미달성에 따라 개인과 부서에 적절한 
패널티 부여

- 업무 평가
- 부서 평가 반영
- 담당자 평가 반영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국내·외 평가준거의 구조, CIPP평가모형에서의 단계별 평가영역,

인터뷰를 통한 공시업무 단계별 주요 핵심 요인 분석 등을 통해 <표 Ⅳ-5>와 같이 평가준거

초안을 구안하였다. 평가준거 초안은 10개 평가영역 21개 평가항목, 40개 평가지표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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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 조직의 체계성

1.1.2. 공시업무 지원 조직의 체계성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2.2. 업무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2.2.2. 담당자의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3. 예산 및 시스템

3.1. 예산
3.1.1. 예산 편성의 적절성

3.1.2. 예산 집행의 타당성

3.2. 시스템 구축 3.2.1. 공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3.3. 시스템 활용
3.3.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3.3.2. 공시자료 산출 소요 시간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4.1.2. 항목담당자 경력

4.2. 담당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3. 경영진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5. 정보공시위원회

5.1. 정보공시위원회의
구성

5.1.1. 정보공시위원회 구성 여부

5.1.2. 정보공시위원회 위원의 적절성

5.2. 정보공시위원회의
운영 및 결과

5.2.1. 공시 시기별 정보공시위원회 개최 정도

5.2.2. 정보공시위원회 결과 환류

6.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6.1. 계획 이행도 6.1.1. 계획 이행도

6.2. 담당자 교육
6.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6.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7. 의사소통

7.1. 조직 내 의사소통
7.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7.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7.2. 조직 외 의사소통
7.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표 Ⅳ-5> 평가준거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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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8.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8.1. 입력지침의 이해
8.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8.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8.2. 검증 체계

8.2.1. 검증방법의 체계성

8.2.2. 검증내용의 타당성

8.2.3.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9.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9.1. 공시자료 관리
9.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9.1.2. 내부 점검 및 감사체계 운영

9.2. 공시자료 활용
9.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9.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10. 성과 10.1 업무 평가
10.1.1. 부서 평가 반영

10.1.2. 담당자 평가 반영

평가영역 평가항목
타당성 검토

낮음 보통 높음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

1.2. 인사 ●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

2.2. 업무분장 ●

3. 예산 및 시스템 3.1. 예산 ●

<표 Ⅳ-6> 항목의 타당성 검토 결과

다. 전문가 검토 결과

전문가 검토는 평가준거의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평가준거의 상하 위계적 관계, 사용

된 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 지표 설명에 대한 정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실시되

었다. 전문가 검토는 대학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 3명, 항목별관리기관 2명, 대학관계자 2명

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전문가 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기반으로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낮

음’, ‘보통’, ‘높음’ 으로 구분하였다. 전문가 위원들이 평가준거의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등에

대하여검토한결과는 <표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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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타당성 검토

낮음 보통 높음

3.2. 시스템 구축 ●

3.3. 시스템 활용 ●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4.1. 인력의 전문성 ●

4.2. 담당자 인식 ●

4.3. 경영진 인식 ●

5. 정보공시위원회
5.1. 정보공시위원회의 구성 ●

5.2. 정보공시위원회의 운영 및 결과 ●

6.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6.1. 계획 이행도 ●

6.2. 담당자 교육 ●

7. 의사소통
7.1. 조직 내 의사소통 ●

7.2. 조직 외 의사소통 ●

8.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8.1. 입력지침의 이해 ●

8.2. 검증 체계 ●

9.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9.1. 공시자료 관리 ●

9.2. 공시자료 활용 ●

10. 성과 10.1 업무 평가 ●

평가항목 평가지표
타당성 검토

낮음 보통 높음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 조직의 체계성 ●

1.1.2. 공시업무 지원 조직의 체계성 ●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2.2. 업무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2.2.2. 담당자의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표 Ⅳ-7> 지표의 타당성 검토 결과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진행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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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타당성 검토

낮음 보통 높음

3.1. 예산
3.1.1. 예산 편성의 적절성 ●

3.1.2. 예산 집행의 타당성 ●

3.2. 시스템 구축 3.2.1. 공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3.3. 시스템 활용
3.3.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3.3.2. 공시자료 산출 소요 시간 ●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4.1.2. 항목담당자 경력 ●

4.2. 담당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4.3. 경영진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5.1. 정보공시위원회의
구성

5.1.1. 정보공시위원회 구성 여부 ●

5.1.2. 정보공시위원회 위원의 적절성 ●

5.2. 정보공시위원회의
운영 및 결과

5.2.1. 공시 시기별 정보공시위원회 개최 정도 ●

5.2.2. 정보공시위원회 결과 환류 ●

6.1. 계획 이행도 6.1.1. 계획 이행도 ●

6.2. 담당자 교육
6.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6.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

7.1. 조직 내 의사소통
7.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

7.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7.2. 조직 외 의사소통
7.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

소통 체계 구축
●

8.1. 입력지침의 이해
8.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8.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8.2. 검증 체계

8.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8.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8.2.3.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

9.1. 공시자료 관리
9.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9.1.2. 내부 점검 및 감사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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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타당성 검토

낮음 보통 높음

9.2. 공시자료 활용
9.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9.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

10.1 업무 평가
10.1.1. 부서 평가 반영 ●

10.1.2. 담당자 평가 반영 ●

   

전문가 검토 결과, 평가영역 ‘3. 예산 및 시스템’ 에서는 ‘3.1. 예산’, ‘3.1.1. 예산 편성의

적절성’, ‘3.1.2.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공시업무 담

당부서에서 사실상 공시업무 수행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기는 어렵고,

또한 다른 업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대학에 적용 가능한 평가준거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영역 ‘5. 정보공시위원회’에서는 ‘5.1.정보공시위원회의 구성’, ‘5.2.정보공시위원회의

운영 및 결과’, ‘5.1.1. 정보공시위원회 구성 여부’, ‘5.1.2. 정보공시위원회 위원의 적절성’,

‘5.2.1. 공시 시기별 정보공시위원회 개최 정도’, ‘5.2.2. 정보공시위원회 결과 환류’가 타당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시위원회는 공시정보의 입력, 검증 등의 과정에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학자체의 구조적으로 정보공시위원회를 운영하기에 어려운 경

우가 존재하고, 정보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구성원 간의 역할 갈등에 따른 반목, 기

본 업무 외의 과외업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규모 대학에서 운영하기는 부적

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영역 ‘10. 성과’에서는 ‘10.1. 업무 평가’, ‘10.1.1. 부서 평가 반영’, ‘10.1.2. 담당자 평가

반영’ 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마다 부서나 담당자 평가를 진행하는 상황과

여건이 상이하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공시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평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 부서나

담당자에게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 기피 등 업무협조에 어려움 발

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 검토 반영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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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지표 반영 결과

3. 예산 및
시스템’

‘3.1. 예산’, ‘3.1.1. 예산 편성의 적절성’, ‘3.1.2. 예산 집행의 타당성’

삭제

→ 3. ‘예산 및 시스템’ 영역을 3. ‘시스템’으로 변경

5. 정보공시
위원회

‘5.1.정보공시위원회의 구성’, ‘5.2.정보공시위원회의 운영 및 결과’,

‘5.1.1. 정보공시위원회 구성 여부’, ‘5.1.2. 정보공시위원회 위원의 적
절성’, ‘5.2.1. 공시 시기별 정보공시위원회 개최 정도’, ‘5.2.2. 정보공
시위원회 결과 환류’

10. 성과 ‘10.1. 업무 평가’, ‘10.1.1. 부서 평가 반영’, ‘10.1.2. 담당자 평가 반영’

2. 목표, 계획 
및 업무 분장

‘2. 목표, 계획 및 업무 분장’ 영역을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영역으로 변경
변경

8.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8.2.3.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이동→ ‘8.2.3.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를 →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로 이동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2. 운영 개선 환류’ 신설

<표 Ⅳ-8> 전문가 검토 반영 결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평가준거의 변경, 이동, 신설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평가영역

‘2. 목표, 계획 및 업무 분장’ 영역을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영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목표는 정확한 공시정보를 입력하

는 것으로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좀 더 중

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정보공시제를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차후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영역 ‘9. 운영 개선’과 항목 및 지표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2. 운영 개

선 환류’에 대한 신설 의견이 많았기에 이를 반영하였다. ‘9. 운영 개선’ 영역이 신설됨에

따라 ‘8.2.3.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를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로 이동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할 평가준거 초안을 확정

하였다.

라. 평가준거 초안 확정

전문가 검토를 통해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9개 평가영역, 18개 평가항목,

33개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준거 초안은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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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 조직의 체계성

1.1.2. 공시업무 지원 조직의 체계성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2.2. 업무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2.2.2. 담당자의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3. 시스템

3.1. 시스템 구축 3.1.1. 공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3.2. 시스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3.2.2. 공시자료 산출 소요 시간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4.1.2. 항목담당자 경력

4.2. 담당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3. 경영진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5.2. 담당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6. 의사소통

6.1. 조직 내 의사소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6.2. 조직 외 의사소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7.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7.1. 입력지침의 이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7.2. 검증 체계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8.1. 공시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8.1.2. 내부 점검 및 감사체계 운영

8.2. 공시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9.1.2. 운영 개선 환류

<표 Ⅳ-9> 확정된 평가준거 초안

   

평가준거 초안의 평가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표 Ⅳ-10>과 같이 설명하였고, 각

영역별 설명은 하위 평가항목과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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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설명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1.2. 공시업무 지원 조직의

체계성
- 공시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가 대체로 짧은(1년 

이내)편인가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적절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2.2. 업무

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부서 간의 공시관련 업무의 구분이 명확한가

2.2.2. 담당자의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표 Ⅳ-11> 평가준거의 지표 설명

구분 평가영역 평가영역 설명

상황
평가


(context)

1. 조직 구조 및 인사
대학의 공시업무 수행 조직이 체계적이고, 인사제
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공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명확한 
업무분장을 수립하고 있는가

투입
평가
(input)

3. 시스템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효율적인 시
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공시업무를 담당자하는 직원들의 역량과 해당 업
무에 대한 인식도는 적절한가

과정
평가

(process)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수립된 계획을 적절히 이행하고, 담당자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6. 의사소통
공시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 내·외로 효과적인 의
사소통을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7.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공시정보 입력지침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적절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산출
평가

(product)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공시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9. 운영 개선
대학정보공시제를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
여 차후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가

<표 Ⅳ-10> 평가준거의 영역 설명

평가영역에 따른 평가지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표 Ⅳ-11>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연

구에서의평가지표는실제로평가를진행하는데있어서명확한판단을내릴수있는구체적인

기준 또는 증거라기보다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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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설명

3. 시스템

3.1. 시스템 

구축

3.1.1. 공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3.2. 시스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양식으로 공시자료를 산출하기 

용이한가

3.2.2. 공시자료 산출 소요 

시간
- 전산시스템을 자료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한가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급(정규직, 대리급), 경력(근무 

경력 3년 이상)이 적절한가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항목담당자 경력(근무 경력 3년 이상)이

적절한가

4.2. 담당

자의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총괄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항목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3. 경영

진의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부서, 팀, 처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이사회, 총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 수립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5.2. 담당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외부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6. 의사

소통

6.1. 조직 

내

의사

소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 조직 내 구성원간의 업무 조정 및 협조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업무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2. 조직외

의사

소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7. 입력

지침

및 

검증

체계

7.1. 입력

지침의

이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총괄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항목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7.2. 검증

체계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검증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있는가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검증을 수행하는 검증내용이 타당한가

8. 공시

자료의

관리

및 

활용

8.1. 공시

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공시 입력에 활용한 원자료,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8.1.2. 내부 점검 및 감사체계

운영
- 공시 이후 내부 점검 및 감사 등의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8.2. 공시 

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공시정보 분석을 통해 학과평가, 대외평가 등에 공시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에 공시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및 

운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 공시 이후 오류발생에 따라 자료의 정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시자료를 정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9.1.2. 운영 개선 환류
- 공시자료 정정 이후 재발 방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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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
위값

1. 조직 구조 및 인사 4.20 0.77 80.0 4 4 4∼5 0.60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4.07 0.70 80.0 4 4 4∼4.5 0.60

3. 시스템 4.33 0.72 86.7 5 4 4∼5 0.73

<표 Ⅳ-12> 1차 델파이 조사 평가영역 분석 결과

2.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타당화

가. 평가영역의 타당화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영역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9개 평가영역에 대

한 타당도의 평균값은 4.07∼4.67로 모두 4.0이상이었고, 최빈값과 중위수는 모두 4∼5점으

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 대한 긍정률은 80%∼93.3%로 나타났고, 각 영역에 대한 CVR값은

0.60∼0.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및 Lawshe(1975)의 정의에 따라 CVR값이

0.49이상인 영역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평가영역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영역 중에서 ‘1. 조직 구조 및 인사’,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영역은 상대적으로

CVR값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부 델파이 패널들이 평가영역의 세부적인

설명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에

앞서 평가영역에 대하여 델파이 패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였다.

또한, 1차 조사결과 델파이 패널들이 평가영역의 명칭 변경 의견을 제시하였다. 패널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 2인 이상의 패널들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거나 평가준거의 위계상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평가영역 명칭을 수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거치면서 3개 평가영역의 명칭이 수정되었다(<표

Ⅳ-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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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
위값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4.40 0.63 93.3 4 4 4∼5 0.87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4.67 0.62 93.3 5 5 4.5∼5 0.87

6. 의사소통 4.33 0.62 93.3 4 4 4∼5 0.87

7.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4.67 0.62 93.3 5 5 4.5∼5 0.87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4.33 0.72 86.7 5 4 4∼5 0.73

9. 운영 개선 4.40 0.63 93.3 5 4 4∼5 0.87

평가영역 명칭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영역 명칭에 대한 의견 반영 후 비고

3. 시스템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항목이나 지표의 범주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위
계 구조상 타당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4. 전문성 및 인식도

영역 추가 필요 : 공시 관련 업무 처리 규정, 부서단위의 규정, 내부적
인 운영지침 등이 문서화되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영역 추가 필요

대학별로 공시제도를 운영
하는 방식이 상이하고, 행
정체계상을 자율성을 고려
하여 미반영

영역 추가 필요 : 정보공시 오류 발생 건수의 증감에 대하여 ‘10. 성과’

영역에 항목으로 반영하거나 오류 건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신규 

영역 추가 필요

오류 발생 건수는 대학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9. 운영 개선’ 영역이 오류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반영

<표 Ⅳ-13> 평가영역에 대한 델파이 조사 1차 의견 반영 결과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영역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9개 평가영역에 대

한 타당도의 평균값은 4.20∼4.73으로 모두 4.0이상이었고, 최빈값과 중위수는 모두 4∼5점

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 대한 긍정률은 93.3%∼100%로 나타났고, 모든 영역에 대한

CVR값이 0.87∼1.00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 평가영역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1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도 평균값이 전반적

으로 상승하였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였다. 특히, 2차 조사의 표준편차는 0.62이하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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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위
값

1. 조직 구조 및 인사 4.27 0.44 100.0 4 4 4∼4.5 1.00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4.20 0.54 93.3 4 4 4∼4.5 0.87

3. 시스템 4.53 0.50 100.0 5 5 4∼5 1.00

4. 전문성 및 인식도 4.53 0.50 100.0 5 5 4∼5 1.00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4.80 0.40 100.0 5 5 5 1.00

6. 의사소통 4.53 0.50 100.0 5 5 4∼5 1.00

7.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4.87 0.34 100.0 5 5 5 1.00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4.47 0.62 93.3 5 5 4∼5 0.87

9. 운영 개선 4.73 0.44 100.0 5 5 4.5∼5 1.00

<표 Ⅳ-14> 2차 델파이 조사 평가영역 분석 결과

1차 조사에 비해 높은 의견 일치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델파이 조사가 진행될수록 패

널들의 의견일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의 합의도와 수렴도 검증

평가영역에 대한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델파이 패널들의 의견 합의도와 수렴도를

검증하였다. 의견 합의도와 수렴도는 패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향해가고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다. 평가영역에 대한 1차,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1차 조사의 합의도와 수렴도는 각각 0.75∼0.90, 0.25∼0.50으로 나타났

고, 2차 조사의 합의도와 수렴도는 각각 0.80∼1.00, 0∼0.50으로 나타났다. 합의도는 Q1과

Q3이 완전히 일치하였을 때 1의 값을 가지며, 패널들 간의 의견 편차가 커져 Q1과 Q3이 벌

어질수록 합의도 값은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수렴도는 의견이 한 점에 모두 수렴되었을

때 0의 값을 가지며, Q1과 Q3이 벌어질수록 값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합의도가 0.75 이상의 값을 갖고, 수렴도 값이 0.50이하의 값을 가질 때 해당 영역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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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1. 조직 구조 및 인사 4 5 4 0.75 0.50 4 4.5 4 0.88 0.25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4 4.5 4 0.88 0.25 4 4.5 4 0.88 0.25

3. 시스템 4 5 4 0.75 0.50 4 5 5 0.80 0.50

4. 전문성 및 인식도 4 5 4 0.75 0.50 4 5 5 0.80 0.50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4.5 5 5 0.90 0.25 5 5 5 1.00 0.00

6. 의사소통 4 5 4 0.75 0.50 4 5 5 0.80 0.50

7.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4.5 5 5 0.90 0.25 5 5 5 1.00 0.00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4 5 4 0.75 0.50 4 5 5 0.80 0.50

9. 운영 개선 4 5 4 0.75 0.50 4.5 5 5 0.90 0.25

Q1: 제1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응답한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에 해당하는 값

Q3: 제3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응답한 사례수의 누적값 중 75%의 값

<표 Ⅳ-15> 평가영역의 합의도와 수렴도 검증

하고, 패널들이 긍정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영역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평가항목의 타당화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항목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18개 평가항목에 대

한 타당도의 평균값은 4.07∼4.60으로 모두 4.0이상이었고, 최빈값과 중위수는 모두 4∼5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한 긍정률은 80.0%∼100.0%이었고, 각 항목에 대한 CVR

값은 0.60∼0.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가항목 중에서 ‘조직 구조’, ‘인사’ 영역은 상대적으로 CVR값이 낮게 나타났다. 앞선

평가영역과 마찬가지로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및 해당 항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차 델파이 조사에 앞서 평가항목에 대하여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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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위값

1.1. 조직 구조 4.07 0.88 80.0 4 4 4∼5 0.60

1.2. 인사 4.13 0.74 80.0 4 4 4∼5 0.60

2.1. 목표  및 계획 수립 4.20 0.68 86.7 4 4 4∼5 0.73

2.2. 업무분장 4.33 0.72 86.7 5 4 4∼5 0.73

3.1. 시스템 구축 4.33 0.72 86.7 5 4 4∼5 0.73

3.2. 시스템 활용 4.27 0.70 86.7 4 4 4∼5 0.73

4.1. 담당자의 전문성 4.33 0.72 86.7 5 4 4∼5 0.73

4.2. 담당자 인식 4.20 0.68 86.7 4 4 4∼5 0.73

4.3. 경영진 인식 4.33 0.72 86.7 5 4 4∼5 0.73

5.1. 계획 이행도 4.33 0.72 86.7 5 4 4∼5 0.73

5.2. 담당자 교육 4.53 0.64 93.3 5 5 4∼5 0.87

6.1. 조직 내 의사소통 4.33 0.49 100.0 4 4 4∼5 1.00

6.2. 조직 외 의사소통 4.33 0.49 100.0 4 4 4∼5 1.00

7.1. 입력지침 의 이해 4.60 0.63 93.3 5 5 4∼5 0.87

7.2. 검증 체계 4.53 0.64 93.3 5 5 4∼5 0.87

8.1. 공시자료 관리 4.60 0.63 93.3 5 5 4∼5 0.87

8.2. 공시자료 활용 4.47 0.64 93.3 5 5 4∼5 0.87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4.53 0.64 93.3 5 5 4∼5 0.87

<표 Ⅳ-16> 1차 델파이 조사 평가항목 분석 결과

파이 패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였다. 1차 조사 결과 델파이 패널

들이 평가항목에 대한 명칭 변경 의견을 제시하였다. 패널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 2인 이상

의 패널들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거나 평가지표가 추가된 경우, 평가준거의 위계상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명칭을 수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거치면서 3개 평가항목의 명칭이 수정되었다(<표

Ⅳ-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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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명칭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항목 명칭에 대한 

의견 반영 후
비고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3.1. 시스템 구축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표 추가됨에 
따라 항목 명칭 변경 필요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4.1. 담당자의 전문성 4.1. 인력의 전문성
담당자라는 의미는 총괄과 항목담
당자를 의미하는 등 중의적으로 사
용될 수 있기 때문 명칭 변경 필요

4.3. 경영진 인식 4.3. 관리자 인식
대학을 운영한다는 의미로서 경영
진보다는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관
리자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함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대학 내 전 구성원의 공시업무 인지도 고취를 

위해 담당자, 관리자 인식 외 기타구성원의 인

식 항목 반영 필요

대학 내 많은 직원들이 공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에서 기타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하
는 것이 어렵고 기타구성원의 개념
이 모호하기 때문에 미반영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총괄담당자 대상 교육과 항목담당자 대상 교

육을 구분하여 교육참여에 대한 항목 확대 필요

외부 및 내부 교육 진행시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괄담당자와 항목담당자

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미반영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업무 담당자 별로 공시자료 관리 역량의 차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시자료 관리 또한 시스템

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평가항목으로 반영 필요

대학마다 공시자료 관리 방식이 상

이한 상황에서 원자료 관리까지 시

스템화 하는 것은 대학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반영

<표 Ⅳ-17> 평가항목에 대한 델파이 조사 1차 의견 반영 결과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항목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18개 평가항목에 대

한 타당도의 평균값은 4.27∼4.80으로 모두 4.0이상이었고, 최빈값과 중위수는 거의 모든 항

목에서 5점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한 긍정률은 93.3%∼100%로 나타났고, 모든 항목

에 대한 CVR값이 0.87∼1.00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 평가항목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도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였다. 특히, 2차 조사의 표준편차는 0.57이하로 나타나 1차

조사에 비해 높은 의견 일치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델파이 조사가 진행될수록 패널들

의 의견일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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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위값

1.1. 조직 구조 4.53 0.50 100.0 5 5 4∼5 1.00

1.2. 인사 4.27 0.44 100.0 4 4 4∼4.5 1.00

2.1. 목표 및 계획 수립 4.53 0.50 100.0 5 5 4∼5 1.00

2.2. 업무분장 4.53 0.50 100.0 5 5 4∼5 1.00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73 0.44 100.0 5 5 4.5∼5 1.00

3.2. 시스템 활용 4.73 0.57 93.3 5 5 5 0.87

4.1. 인력의 전문성 4.53 0.50 100.0 5 5 4∼5 1.00

4.2. 담당자 인식 4.40 0.49 100.0 4 4 4∼5 1.00

4.3. 관리자 인식 4.60 0.49 100.0 5 5 4∼5 1.00

5.1. 계획 이행도 4.73 0.44 100.0 5 5 4.5∼5 1.00

5.2. 담당자 교육 4.80 0.40 100.0 5 5 5 1.00

6.1. 조직 내 의사소통 4.53 0.50 100.0 5 5 4∼5 1.00

6.2. 조직 외 의사소통 4.67 0.47 100.0 5 5 4∼5 1.00

7.1. 입력지침의 이해 4.80 0.40 100.0 5 5 5 1.00

7.2. 입력정보의 검증 4.73 0.44 100.0 5 5 4.5∼5 1.00

8.1. 공시자료 관리 4.73 0.44 100.0 5 5 4.5∼5 1.00

8.2. 공시자료 활용 4.73 0.44 100.0 5 5 4.5∼5 1.00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4.80 0.40 100.0 5 5 5 1.00

<표 Ⅳ-18> 2차 델파이 조사 평가항목 분석 결과

3)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의 합의도와 수렴도 검증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델파이 패널들의 의견 합의도와 수렴도를

검증하였다. 평가항목에 대한 1차,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2차

조사에서는 ‘담당자 인식’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합의도와 수렴도가 1차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1차 조사의 합의도와 수렴도는 각각 0.75∼0.80, 0.50으로 나타났고,

2차 조사의 합의도와 수렴도는 각각 0.80∼1.00, 0∼0.50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평가항목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전반적으로 합의도

는 증가하였고, 수렴도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델파이 조사가 진행될수록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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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1.1. 조직 구조 4 5 4 0.75 0.50 4 5 5 0.80 0.50

1.2. 인사 4 5 4 0.75 0.50 4 4.5 4 0.88 0.25

2.1. 목표 및 계획 수립 4 5 4 0.75 0.50 4 5 5 0.80 0.50

2.2. 업무분장 4 5 4 0.75 0.50 4 5 5 0.80 0.50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5 4 0.75 0.50 4.5 5 5 0.90 0.25

3.2. 시스템 활용 4 5 4 0.75 0.50 5 5 5 1.00 0.00

4.1. 인력의 전문성 4 5 4 0.75 0.50 4 5 5 0.80 0.50

4.2. 담당자 인식 4 5 4 0.75 0.50 4 5 4 0.75 0.50

4.3. 관리자 인식 4 5 4 0.75 0.50 4 5 5 0.80 0.50

5.1. 계획 이행도 4 5 4 0.75 0.50 4.5 5 5 0.90 0.25

5.2. 담당자 교육 4 5 5 0.80 0.50 5 5 5 1.00 0.00

6.1. 조직 내 의사소통 4 5 4 0.75 0.50 4 5 5 0.80 0.50

6.2. 조직 외 의사소통 4 5 4 0.75 0.50 4 5 5 0.80 0.50

7.1. 입력지침의 이해 4 5 5 0.80 0.50 5 5 5 1.00 0.00

7.2. 입력정보의 검증 4 5 5 0.80 0.50 4.5 5 5 0.90 0.25

8.1. 공시자료 관리 4 5 5 0.80 0.50 4.5 5 5 0.90 0.25

8.2. 공시자료 활용 4 5 5 0.80 0.50 4.5 5 5 0.90 0.25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4 5 5 0.80 0.50 5 5 5 1.00 0.00

Q1: 제1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응답한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에 해당하는 값

Q3: 제3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응답한 사례수의 누적값 중 75%의 값

<표 Ⅳ-19> 평가항목의 합의도와 수렴도 검증

  

다. 평가지표의 타당화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지표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33개 평가지표에 대

한 타당도의 평균값은 4.00∼4.73으로 모두 4.0이상이었고, 최빈값과 중위수는 모두 4∼5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지표 중에서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항목담당자 경력’의 지표를

제외한 평가지표의 긍정률은 80.0%∼100.0%이었고, 각 지표에 대한 CVR값은 0.60∼1.00으

로 나타났다.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항목담당자 경력’ 지표의 CVR값이 낮게 산출된 원



- 80 -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

위값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40 0.83 80.0 5 5 4∼5 0.60

1.1.2. 공시업무 지원 조직의 체계성

- 공시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20 0.77 80.0 4 4 4∼5 0.60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가 대체로

짧은(1년 이내)편인가?

4.20 0.77 80.0 4 4 4∼5 0.60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4.20 0.77 80.0 4 4 4∼5 0.60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적절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4.07 0.70 80.0 4 4 4∼4.5 0.60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4.20 0.86 86.7 4 4 4∼5 0.73

2.2. 업무

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부서 간의 공시관련 업무의 구분이 명확한가?
4.27 0.88 86.7 5 4 4∼5 0.73

2.2.2. 담당자의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4.40 0.74 86.7 5 5 4∼5 0.73

<표 Ⅳ-20> 1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 결과

인에 대하여 패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의해 본 결과 해당 지표가 항목과 영역의 위계에 부합

하고 타당하지만 해당 지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급’, ‘경력’ 등이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하

여 실제 대학현장에서 평가준거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본적인 분석결과와 패널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검

토한 결과, 몇몇 평가지표의 명칭과 설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다. 2명

이상의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으로는 ①지표명의 수정 필요, ②용어 및 지표 설

명 내용 수정 필요, ③평가지표 추가 필요 등이었다. 제시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패널들의

별도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사항을 확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

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거치면서 12개 평가지표의 명칭 및 설명이 수정되었고, 1개 평가

지표가 추가되었다(<표 Ⅳ-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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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

위값

3.1. 시스템

구축

3.1.1. 공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절

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4.33 0.62 93.3 4 4 4∼5 0.87

3.2. 시스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양식으로 공시

자료를 산출하기 용이한가?

4.40 0.74 86.7 5 5 4∼5 0.73

3.2.2. 공시자료 산출 소요 시간

- 전산시스템을 자료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한가?

4.27 0.88 86.7 5 4 4∼5 0.73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급(정규직,

대리급), 경력(근무 경력 3년 이상)이 적절한가?

4.00 0.76 73.3 4 4
3.5∼

4.5
0.47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항목담당자 경력(근무 

경력 3년 이상)이 적절한가?

4.07 0.80 73.3 4 4 3.5∼5 0.47

4.2. 담당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총괄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20 0.68 86.7 4 4 4∼5 0.73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항목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20 0.68 86.7 4 4 4∼5 0.73

4.3. 경영진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부서, 팀, 처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27 0.70 86.7 4 4 4∼5 0.73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이사회, 총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33 0.62 93.3 4 4 4∼5 0.87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 수립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4.27 0.59 93.3 4 4 4∼5 0.87

5.2. 담당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외부 교육에 참여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4.60 0.63 93.3 5 5 4∼5 0.87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4.53 0.64 93.3 5 5 4∼5 0.87

6.1. 조직 내 

의사

소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 조직 내 구성원간의 업무 조정 및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20 0.68 86.7 4 4 4∼5 0.73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업무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가?

4.27 0.70 86.7 4 4 4∼5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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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

위값

6.2. 조직 외 

의사

소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적

절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4.47 0.64 93.3 5 5 4∼5 0.87

7.1. 입력

지침의 

이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총괄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4.60 0.63 93.3 5 5 4∼5 0.87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항목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4.60 0.63 93.3 5 5 4∼5 0.87

7.2. 검증

체계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검증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있는가?

4.60 0.63 93.3 5 5 4∼5 0.87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검증을 수행하는 검증내용이 타당한가?
4.53 0.64 93.3 5 5 4∼5 0.87

8.1. 공시

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공시 입력에 활용한 원자료, 증빙 등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4.40 0.74 86.7 5 5 4∼5 0.73

8.1.2. 내부 점검 및 감사체계 운영

- 공시 이후 내부 점검 및 감사 등의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4.73 0.46 100.0 5 5 4.5∼5 1.00

8.2. 공시

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공시정보 분석을 통해 학과평가, 대외평가 

등에 공시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4.47 0.64 93.3 5 5 4∼5 0.87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에 공시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4.60 0.63 93.3 5 5 4∼5 0.87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 공시 이후 오류발생에 따라 자료의 정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시자료를 정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4.67 0.49 100.0 5 5 4∼5 1.00

9.1.2. 운영 개선 환류

- 공시자료 정정 이후 재발 방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 운영 개

선에 반영하는가?

4.73 0.46 100.0 5 5 4.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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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반영 후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가?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1.2. 공시업무 지원 조직의 체계성

- 공시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가?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가?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가 대체로 

짧은(1년 이내)편인가?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는 적절한가?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체계

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획

(4,6,8,10월)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2.2. 업무

분장

2.2.2. 담당자의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2.1. 공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3.2.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신규

3.2.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안정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3.2. 시스템 

활용

3.3.2. 공시자료 산출 소요 시간

- 전산자료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

한가?

3.3.2. 공시자료 산출 시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산출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이 적절한가?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급(정규직,

대리급), 경력(근무 경력 3년 이상)이 적절한가?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은

적절한가?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항목담당자 경력(근무 

경력 3년 이상)이 적절한가?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담당자 직급,

경력은 적절한가?

7.2. 입력정보

의 검증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검증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검증을 수

행하고 있는가?

8.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증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검증을 수행하는 검증내용이 타당한가?

8.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입력정보의 검증을 위한 검증내용이 타당한가?

8.1. 공시자료 

관리

8.1.2. 내부 점검 및 감사체계 운영

- 공시 이후 내부 점검 및 감사 등의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8.1.2. 자체 점검

- 공시전·후 입력정보에 대한 자체 점검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표 Ⅳ-21> 평가지표에 대한 델파이 조사 1차 의견 반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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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
위값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53 0.62 93.3 5 5 4∼5 0.87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47 0.62 93.3 5 5 4∼5 0.87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는 적절한가?

4.27 0.57 93.3 4 4 4∼5 0.87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4.40 0.61 93.3 4 4 4∼5 0.87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적절
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4.27 0.44 100.0 4 4 4∼4.5 1.00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획

(4,6,8,10월)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4.47 0.50 100.0 4 4 4∼5 1.00

2.2. 업무
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부서 간의 공시관련 업무의 구분이 명확한가?

4.40 0.61 93.3 5 4 4∼5 0.87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4.47 0.62 93.3 5 5 4∼5 0.87

<표 Ⅳ-22> 2차 델파이 조사 평가지표 분석 결과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지표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 34개 평가지표에 대

한 타당도의 평균값은 4.13∼4.80으로 모두 4.0이상이었고, 최빈값과 중위수는 모두 4∼5점

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가지표의 긍정률은 86.7%∼100.0%

이었고, 각 지표에 대한 CVR값이 0.73∼1.00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각 평가지표 모두 타당

하다고 판단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도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표준편차가 감소하였다. 특히, 2차 조사의 표준편차는 0.62이하로 나타나 1차

조사에 비해 높은 의견 일치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델파이 조사가 진행될수록 패널들

의 의견일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85 -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
위값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절
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4.53 0.50 100.0 5 5 4∼5 1.00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안정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4.60 0.49 100.0 5 5 4∼5 1.00

3.2. 시스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양식으로 공시
자료를 산출하기 용이한가?

4.60 0.49 100.0 5 5 4∼5 1.00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산출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이 적절한가?

4.47 0.50 100.0 4 4 4∼5 1.00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급, 경
력은 적절한가?

4.20 0.54 93.3 4 4 4∼4.5 0.87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담당자 직급, 경력은
적절한가?

4.13 0.62 86.7 4 4 4∼4.5 0.73

4.2. 담당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총괄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20 0.54 93.3 4 4 4∼4.5 0.87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항목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20 0.54 93.3 4 4 4∼4.5 0.87

4.3. 관리자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부서, 팀, 처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47 0.62 93.3 5 5 4∼5 0.87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이사회, 총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40 0.49 100.0 4 4 4∼5 1.00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 수립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적절하게 이
행하고 있는가?

4.53 0.50 100.0 5 5 4∼5 1.00

5.2. 담당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외부 교육에 참여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4.80 0.40 100.0 5 5 5 1.00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있는가?

4.73 0.44 100.0 5 5 4.5∼5 1.00

6.1. 조직 
내
의사
소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 조직 내 구성원간의 업무 조정 및 협조체계
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27 0.44 100.0 4 4 4∼4.5 1.00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업무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가?

4.27 0.44 100.0 4 4 4∼4.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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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통계 집중 경향치

CVR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최빈값 중위수
사분
위값

6.2. 조직외
의사
소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적
절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4.53 0.50 100.0 5 5 4∼5 1.00

7.1. 입력
지침의
이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총괄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4.73 0.44 100.0 5 5 4.5∼5 1.00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항목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4.67 0.47 100.0 5 5 4∼5 1.00

7.2. 입력
정보의
검증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증방
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4.73 0.44 100.0 5 5 4.5∼5 1.00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입력정보의 검증을 위한 검증내용이 타당
한가?

4.73 0.44 100.0 5 5 4.5∼5 1.00

8.1. 공시
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공시 입력에 활용한 원자료, 증빙 등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4.73 0.44 100.0 5 5 4.5∼5 1.00

8.1.2. 자체 점검
- 공시 전·후 입력정보에 대한 자체 점검 체
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4.73 0.44 100.0 5 5 4.5∼5 1.00

8.2. 공시
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공시정보 분석을 통해 학과평가, 대외평가 
등에 공시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4.60 0.49 100.0 5 5 4∼5 1.00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에 공시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4.73 0.44 100.0 5 5 4.5∼5 1.00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 공시 이후 오류발생에 따라 자료의 정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시자료를 정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4.73 0.44 100.0 5 5 4.5∼5 1.00

9.1.2. 운영 개선 환류
- 공시자료 정정 이후 재발 방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가?

4.80 0.40 100.0 5 5 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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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5 5 0.80 0.50 4 5 5 0.80 0.50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5 4 0.75 0.50 4 5 5 0.80 0.50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는 적절
한가?

4 5 4 0.75 0.50 4 5 4 0.75 0.50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4 5 4 0.75 0.50 4 5 4 0.75 0.50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적절
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4 4.5 4 0.88 0.25 4 4.5 4 0.88 0.25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획

(4,6,8,10월)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4 5 4 0.75 0.50 4 5 4 0.75 0.50

2.2. 업무
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부서 간의 공시관련 업무의 구분이 명확한가?

4 5 4 0.75 0.50 4 5 4 0.75 0.50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4 5 5 0.80 0.50 4 5 5 0.80 0.50

3.1. 시스템 
구축
및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절
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4 5 4 0.75 0.50 4 5 5 0.80 0.50

<표 Ⅳ-23> 평가지표의 합의도와 수렴도 검증

3)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의 합의도와 수렴도 검증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델파이 패널들의 의견 합의도와 수렴도를

검증하였다. 평가항목에 대한 1차,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는 <표 Ⅳ-23>과 같다. 1차

조사의 합의도와 수렴도는 각각 0.63∼0.90, 0.25∼0.75로 나타났고, 2차 조사의 합의도와 수

렴도는 각각 0.75∼1.00, 0∼0.50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평가항목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전반적으로 합의도는 증가하였고, 수렴도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델파이 조사가 진행될수록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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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운영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안정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4 5 5 0.80 0.50

3.2. 시스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양식으로 공시
자료를 산출하기 용이한가?

4 5 5 0.80 0.50 4 5 5 0.80 0.50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산출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이 적절한가?

4 5 4 0.75 0.50 4 5 4 0.75 0.50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급, 경
력은 적절한가?

3.5 4.5 4 0.75 0.50 4 4.5 4 0.88 0.25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담당자 직급, 경

력은 적절한가?

3.5 5 4 0.63 0.75 4 4.5 4 0.88 0.25

4.2. 담당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총괄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 5 4 0.75 0.50 4 4.5 4 0.88 0.25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항목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 5 4 0.75 0.50 4 4.5 4 0.88 0.25

4.3. 관리자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부서, 팀, 처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 5 4 0.75 0.50 4 5 5 0.80 0.50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이사회, 총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 5 4 0.75 0.50 4 5 4 0.75 0.50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 수립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4 5 4 0.75 0.50 4 5 5 0.80 0.50

5.2. 담당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외부 교육에 참여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4 5 5 0.80 0.50 5 5 5 1.00 0.00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4 5 5 0.80 0.50 4.5 5 5 0.90 0.25

6.1. 조직 
내
의사
소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 조직 내 구성원간의 업무 조정 및 협조체
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5 4 0.75 0.50 4 4.5 4 0.88 0.25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업무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가?

4 5 4 0.75 0.50 4 4.5 4 0.88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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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Q1 Q3 Mdn
합의
도

수렴
도

6.2. 조직외
의사
소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4 5 5 0.80 0.50 4 5 5 0.80 0.50

7.1. 입력
지침의
이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총괄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4 5 5 0.80 0.50 4.5 5 5 0.90 0.25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항목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4 5 5 0.80 0.50 4 5 5 0.80 0.50

7.2. 입력
정보의
검증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증방
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4 5 5 0.80 0.50 4.5 5 5 0.90 0.25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입력정보의 검증을 위한 검증내용이 타당
한가?

4 5 5 0.80 0.50 4.5 5 5 0.90 0.25

8.1. 공시
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공시 입력에 활용한 원자료, 증빙 등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4 5 5 0.80 0.50 4.5 5 5 0.90 0.25

8.1.2. 자체 점검
- 공시 전·후 입력정보에 대한 자체 점검 체
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4.5 5 5 0.90 0.25 4.5 5 5 0.90 0.25

8.2. 공시
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공시정보 분석을 통해 학과평가, 대외평가 
등에 공시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4 5 5 0.80 0.50 4 5 5 0.80 0.50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
용 비중

-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에 공시자료를 적
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4 5 5 0.80 0.50 4.5 5 5 0.90 0.25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 공시 이후 오류발생에 따라 자료의 정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시자료를 정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4 5 5 0.80 0.50 4.5 5 5 0.90 0.25

9.1.2. 운영 개선 환류
- 공시자료 정정 이후 재발 방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 운영 개
선에 반영하는가?

4.5 5 5 0.90 0.25 5 5 5 1.00 0.00

Q1: 제1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응답한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에 해당하는 값

Q3: 제3사분위 계수로서 전체 응답한 사례수의 누적값 중 75%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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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는 적절한가?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적절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획(4,6,8,10월)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2.2. 업무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부서 간의 공시관련 업무의 구분이 명확한가?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3.2. 시스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양식으로 공시자료를 산출하기 용이한가?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한가?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은 적절한가?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담당자 직급, 경력은 적절한가?

4.2. 담당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총괄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표 Ⅳ-24> 최종 확정된 평가준거

라. 평가준거의 확정

평가준거 구안, 전문가 검토, 1차와 2차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준거는 9개 평가영역, 18개 평가항목, 34

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는

<표 Ⅳ-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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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항목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3. 관리자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부서, 팀, 처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이사회, 총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 수립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5.2. 담당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외부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

하고 있는가?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6. 의사소통

6.1. 조직 내

의사소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 조직 내 구성원간의 업무 조정 및 협조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업무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2. 조직 외

의사소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7. 입력지침

및 검증

7.1. 입력지침의

이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총괄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항목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7.2. 입력정보의

검증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증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입력정보의 검증을 위한 검증내용이 타당한가?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8.1. 공시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공시 입력에 활용한 원자료,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8.1.2. 자체 점검

- 공시 전·후 입력정보에 대한 자체 점검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8.2. 공시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공시정보 분석을 통해 학과평가, 대외평가 등에 공시자료를 적절하게 활

용하고 있는가?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에 공시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 공시 이후 오류발생에 따라 자료의 정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시자

료를 정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9.1.2. 운영 개선 환류

- 공시자료 정정 이후 재발 방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책을 수립

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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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

전체

상황평가
(context)

1. 조직 구조 및 인사 0.057 0.037 0.051 0.050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0.079 0.118 0.109 0.106

투입평가
(input)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0.166 0.191 0.128 0.164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0.121 0.147 0.102 0.125

과정평가
(process)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0.092 0.082 0.127 0.103

6. 의사소통 0.055 0.039 0.100 0.063

7. 입력지침 및 검증 0.110 0.110 0.240 0.148

산출평가
(product)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0.189 0.167 0.079 0.141

9. 운영 개선 0.131 0.109 0.064 0.1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표 Ⅳ-25>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3.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상대적 중요도

가.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은 ‘1. 조직 구조 및 인사’, ‘2. 계획 수

립 및 업무 분장’,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6. 의사소통’, ‘7. 입력지침 및 검증’,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9. 운영 개

선’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델파

이 패널들을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대적 중요도 산정 단계에서 델파이 패널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한

이유는 평가준거 타당화 과정에서 참여한 패널 집단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위해서였다.

평가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각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 각 집단의 의사

결정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누

구의 입장에서 평가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각 평가준거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

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9개 평가영역에 대하

여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한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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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에 대한 전체 패널 집단의 가중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3. 시스템 구

축 및 활용’(16.4%), ‘7. 입력지침 및 검증’(14.8%),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14.1%) 순

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의 경우

에는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18.9%),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16.6%), ‘9. 운영 개

선’(13.1%) 영역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직원 집단의 경우에는 ‘3. 시스템 구축 및 활

용’(19.1%),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16.7%),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14.7%)순으

로 나타났고,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7. 입력지침 및 검증’(24.0%),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12.8%),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12.7%)순으로 나타나 각 집단별로 평가영역

에 대하여 인식하는 상대적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1) ‘조직 구조 및 인사’ 영역

‘1. 조직 구조 및 인사’ 영역의 평가항목은 ‘1.1. 조직 구조’, ‘1.2.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1. 조직 구조’(71.3%) 항목이 ‘1.2. 인사’(28.7%) 항목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

하였고, 패널 집단중에서는 대학교직원 집단이 ‘1.1. 조직 구조’(73.1%) 항목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영역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영역의 평가항목은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2. 업무분장’

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2.2. 업무분장’(55.2%) 항목이 ‘2.1. 목표 및 계획 수

립’(44.8%) 항목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별로는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이 ‘2.2. 업무분장’(72.4%) 항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수 및 연구

자와 대학교직원 집단은 ‘2.1. 목표 및 계획 수립’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영역



- 94 -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영역의 평가항목은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2. 시스템 활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3.2. 시스템 활용’(56.9%) 항목이 ‘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43.1%) 항목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별로는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은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62.9%) 항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정보

공시 조사기관 집단과 대학교직원 집단은 ‘3.2. 시스템 활용’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영역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영역의 평가항목은 ‘4.1. 인력의 전문성’, ‘4.2. 담당자 인식’,

‘4.3. 관리자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4.2. 담당자 인식’(40.4%) 항목이 ‘4.3. 관

리자 인식’(36.1%), ‘4.1. 인력의 전문성’(23.5%) 항목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별로는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이 ‘4.3. 관리자 인식’(43.8%) 항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

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교직원 집단과 대학정보공시 조사 집단은 ‘4.2. 담당자 인식’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각 응답자들의 응답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일

관성 비율(CR) 값은 모두 0.1 미만으로 나타나 패널의 응답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영역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영역의 평가항목은 ‘5.1. 계획 이행도’, ‘5.2. 담당자 교육’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5.2. 담당자 교육’(68.2%) 항목이 ‘5.1. 계획 이행도’(31.8%)

항목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패널 집단중에서는 대학교직원 집단이 ‘5.2. 담당자 교

육’(73.7%) 항목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6) ‘의사소통’ 영역

‘6. 의사소통’ 영역의 평가항목은 ‘6.1. 조직 내 의사소통’, ‘6.2. 조직 외 의사소통’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6.1. 조직 내 의사소통’(74.4%) 항목이 ‘6.2. 조직 외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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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25.6%) 항목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패널 집단중에서는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이

‘6.1. 조직 내 의사소통’(78.6%) 항목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입력지침 및 검증’ 영역

‘7. 입력지침 및 검증’ 영역의 평가항목은 ‘7.1. 입력지침의 이해’, ‘7.2. 입력정보의 검증’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7.1. 입력지침의 이해’(51.3%) 항목이 ‘7.2. 입력정보의 검

증’(48.7%) 항목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별로는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이

‘7.1. 입력지침의 이해’(58.0%) 항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교직원

집단은 ‘7.2. 입력정보의 검증’(54.2%)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대학

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두 항목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영역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영역의 평가항목은 ‘8.1. 공시자료 관리’, ‘8.2. 공시자료 활

용’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8.2. 공시자료 활용’(54.1%) 항목이 ‘8.1. 공시자료 관

리’(45.9%) 항목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별로는 대학교직원 집단이 ‘8.2.

공시자료 활용’(64.8%) 항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수 및 연구자와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8.1. 공시자료 관리’ 항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9) ‘운영 개선’ 영역

‘9. 운영 개선’ 영역은 단일 평가항목인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으로 구성된다.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상대적 중요도는 1.000으로 나타났

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18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 및 복합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는 <표 Ⅳ-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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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

전체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0.724 0.731 0.682 0.713

1.2. 인사 0.276 0.269 0.318 0.287

합계 1.000 1.000 1.000 1.000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0.555 0.529 0.276 0.448

2.2. 업무분장 0.445 0.471 0.724 0.5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0.629 0.329 0.344 0.431

3.2. 시스템 활용 0.371 0.671 0.656 0.569

합계 1.000 1.000 1.000 1.000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4.1. 인력의 전문성 0.335 0.253 0.130 0.235

4.2. 담당자 인식 0.227 0.499 0.497 0.404

4.3. 관리자 인식 0.438 0.248 0.373 0.36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일관성 지수(CI) 0.013 0.005 0.001 0.001

일관성 비율(CR) 0.022 0.009 0.001 0.001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0.396 0.263 0.304 0.318

5.2. 담당자 교육 0.604 0.737 0.696 0.682

합계 1.000 1.000 1.000 1.000

6. 의사소통

6.1. 조직 내 의사소통 0.786 0.737 0.703 0.744

6.2. 조직 외 의사소통 0.214 0.263 0.297 0.256

합계 1.000 1.000 1.000 1.000

7. 입력지침 
및 검증

7.1. 입력지침의 이해 0.580 0.458 0.500 0.513

7.2. 입력정보의 검증 0.420 0.542 0.500 0.487

합계 0.42 0.542 0.5 0.487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8.1. 공시자료 관리 0.584 0.352 0.445 0.459

8.2. 공시자료 활용 0.416 0.648 0.555 0.541

합계 1.000 1.000 1.000 1.000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1.000 1.000 1.000 1.0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표 Ⅳ-26>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항목의 복합 가중치는 평가영역,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각각 곱하여 산정된다.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고, 이 세 집단의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집단의 복합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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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

전체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0.0414 12 0.0272 15 0.0347 14 0.0358 14

1.2. 인사 0.0158 17 0.0100 18 0.0162 17 0.0144 18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0.0438 10 0.0623 6 0.0301 15 0.0474 11

2.2. 업무분장 0.0351 15 0.0555 10 0.0790 5 0.0584 9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0.1047 3 0.0629 5 0.0439 10 0.0706 6

3.2. 시스템 활용 0.0618 6 0.1284 1 0.0837 4 0.0932 2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4.1. 인력의 전문성 0.0404 13 0.0371 12 0.0133 18 0.0294 16

4.2. 담당자 인식 0.0274 16 0.0732 4 0.0509 8 0.0506 10

4.3. 관리자 인식 0.0528 8 0.0364 13 0.0382 12 0.0452 13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0.0364 14 0.0217 16 0.0386 11 0.0328 15

5.2. 담당자 교육 0.0556 7 0.0607 7 0.0884 3 0.0702 7

6. 의사소통
6.1. 조직 내 의사소통 0.0432 11 0.0291 14 0.0703 6 0.0467 12

6.2. 조직 외 의사소통 0.0118 18 0.0104 17 0.0297 16 0.0161 17

<표 Ⅳ-27> 평가항목의 복합 가중치 산정 및 우선순위

체 34개 평가지표에 대한 패널 전체의 복합 가중치를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10.0%), ‘3.2. 시스템 활용’(9.3%), ‘8.2. 공시자료 활용’(7.6%), ‘7.1. 입력지침의

이해’(7.6%), ‘7.2. 입력정보의 검증’(7.2%) 순으로 나타났다. 패널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은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13.1%), ‘8.1. 공시자료 관리’(11.1%),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10.5%), ‘8.2. 공시자료 활용’(7.9%), ‘7.1. 입력지침의 이해’(6.4%)순으

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대학교직원 집단은 ‘3.2. 시스템 활용’(12.9%), ‘88.2. 공시자료

활용’(10.9%),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10.8%), ‘4.2. 담당자 인식’(7.3%),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6.3%)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7.1.

입력지침의 이해’(12.0%), ‘7.2. 입력정보의 검증’(12.0%), ‘5.2. 담당자 교육’(8.8%), ‘3.2. 시스

템 활용’(8.4%), ‘2.2. 업무분장’(7.9%)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에 관한 평가준거 18개 평가항목에 대한 복합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산정한 결과는 <표 Ⅳ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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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

전체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7. 입력지침 및 
검증

7.1. 입력지침의 이해 0.0638 5 0.0505 11 0.1200 2 0.0760 4

7.2. 입력정보의 검증 0.0462 9 0.0597 8 0.1200 2 0.0722 5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8.1. 공시자료 관리 0.1106 2 0.0589 9 0.0353 13 0.0647 8

8.2. 공시자료 활용 0.0788 4 0.1083 2 0.0440 9 0.0763 3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0.1306 1 0.1078 3 0.0636 7 0.1000 1

다.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1) ‘조직 구조 및 인사’ 영역

‘1. 조직 구조 및 인사’ 영역은 ‘1.1. 조직 구조’, ‘1.2. 인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은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1.2.1. 인사이동 주기’,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1.1. 조직 구조’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

성’(53.2%) 지표가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46.8%) 지표보다 더 중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중에서는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이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60.8%) 지표를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인사’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72.4%) 지

표가 ‘1.2.1. 인사이동 주기’(27.6%)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중에서

는 대학교직원 집단이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76.0%) 지표를 다른 집단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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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영역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영역은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2. 업무분장’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은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2.1. 목표 및 계획 수립’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64.9%) 지표

가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35.1%)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중

에서는 대학교직원 집단이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74.7%) 지표를 다른 집단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은 두 지

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동일에게 인식하였다.

‘2.2. 업무분장’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58.6%)

지표가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41.4%)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패널 집단중에서는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이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

성’(65.9%) 지표를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교직원 집단은 두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동일에게 인식하였다.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영역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영역은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2. 시스템 활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은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

성’,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

성’(51.0%) 지표가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49.0%)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패널 집단별로는 대학교직원 집단은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58.4%)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수 및 연구자와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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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활용’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77.5%) 지표가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22.5%)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중에서

는 대학교직원 집단이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83.5%) 지표를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영역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영역은 ‘4.1. 인력의 전문성’, ‘4.2. 담당자 인식’, ‘4.3. 관리자

인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은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4.1.2. 항목담

당자 경력’,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

인식도’,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4.1. 인력의 전문성’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52.1%) 지표

가 ‘4.1.2. 항목담당자 경력’(47.9%)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별로는

대학교직원 집단은 ‘4.1.2. 항목담당자 경력’(59.6%)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

한 반면 교수 및 연구자와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지

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4.2. 담당자 인식’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56.7%)

지표가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43.3%)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패널 집단중에서는 대학교직원 집단이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59.6%)

지표를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관리자 인식’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

도’(52.7%) 지표가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47.3%) 지표보다 더 중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별로는 대학교직원 집단이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

무 중요인식도’(63.6%)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수 및 연구자와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지표가 상대

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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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영역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영역은 ‘5.1. 계획 이행도’, ‘5.2. 담당자 교육’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은 ‘5.1.1. 계획 이행도’,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5.2. 담당자 교육’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51.4%)

지표가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48.6%)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별로는 대학교직원 집단은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64.8%) 지표가 상대

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수 및 연구자와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6) ‘의사소통’ 영역

‘6. 의사소통’ 영역은 ‘6.1. 조직 내 의사소통’, ‘6.2. 조직 외 의사소통’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은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6.1.2. 담당자간 의

사소통의 유연성’,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의 세

부 지표로 구성된다.

‘6.1. 조직 내 의사소통’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64.1%) 지표가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35.9%)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중에서는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이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

조체제의 적절성’(73.7%) 지표를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은 두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동일에게 인식

하였다.

    

7) ‘입력지침 및 검증’ 영역

‘7. 입력지침 및 검증’ 영역은 ‘7.1. 입력지침의 이해’, ‘7.2. 입력정보의 검증’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은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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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7.1. 입력지침의 이해’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59.3%)

지표가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40.7%)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

널 집단중에서는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이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62.0%)

지표를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2. 입력정보의 검증’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55.3%) 지표가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44.7%)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중에서

는 대학교직원 집단과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58.0%) 지

표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 및 연구자 집단

은 두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동일에게 인식하였다.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영역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영역은 ‘8.1. 공시자료 관리’, ‘8.2. 공시자료 활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은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8.1.2. 자체 점검’, ‘8.2.1. 공

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의 세부 지표

로 구성된다.

‘8.1. 공시자료 관리’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54.2%) 지표

가 ‘8.1.2. 자체 점검’(45.8%)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별로는 대학

교직원 집단은 ‘8.1.2. 자체 점검’(53.8%)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

수 및 연구자와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지표가 상

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8.2. 공시자료 활용’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64.6%) 지

표가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35.4%)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중에서는 대학교직원 집단이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71.7%)

지표를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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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
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

전체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0.608 0.380 0.608 0.532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0.392 0.620 0.392 0.46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0.273 0.240 0.318 0.276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0.727 0.760 0.682 0.7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0.500 0.253 0.318 0.351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0.500 0.747 0.682 0.649

합계 1.000 1.000 1.000 1.000

2.2. 업무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0.659 0.500 0.596 0.586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0.341 0.500 0.404 0.4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0.529 0.416 0.526 0.490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0.471 0.584 0.474 0.5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3.2. 시스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0.769 0.835 0.707 0.775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 0.231 0.165 0.293 0.225

합계 1.000 1.000 1.000 1.000

<표 Ⅳ-28>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9) ‘운영 개선’ 영역

‘9. 운영 개선’ 영역은 단일 평가항목인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항목들은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9.1.2. 운영 개선 환류’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항목에서는 전체적으로 ‘9.1.2. 운영 개선 환류’(61.1%) 지표

가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38.9%)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패널

집단중에서는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이 ‘9.1.2. 운영 개선 환류’(70.3%) 지표를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정보공시

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34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한 결과는 <표 Ⅳ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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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
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

전체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0.632 0.404 0.526 0.521

4.1.2. 항목담당자 경력 0.368 0.596 0.474 0.479

합계 1.000 1.000 1.000 1.000

4.2. 담당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0.555 0.596 0.551 0.567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0.445 0.404 0.449 0.433

합계 1.000 1.000 1.000 1.000

4.3. 관리자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0.445 0.636 0.496 0.527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0.555 0.364 0.504 0.473

합계 1.000 1.000 1.000 1.000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1.000 1.000 1.000 1.000

5.2. 담당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0.341 0.648 0.555 0.514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0.659 0.352 0.445 0.486

합계 1.000 1.000 1.000 1.000

6.1. 조직 내 의사소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0.500 0.737 0.671 0.641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0.500 0.263 0.329 0.359

합계 1.000 1.000 1.000 1.000

6.2. 조직 외 의사소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1.000 1.000 1.000 1.000

7.1. 입력지침의 이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0.420 0.420 0.380 0.407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0.580 0.580 0.620 0.593

합계 1.000 1.000 1.000 1.000

7.2. 입력정보의 검증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0.500 0.420 0.420 0.447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0.500 0.580 0.580 0.553

합계 1.000 1.000 1.000 1.000

8.1. 공시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0.529 0.462 0.632 0.542

8.1.2. 자체 점검 0.471 0.538 0.368 0.458

합계 1.000 1.000 1.000 1.000

8.2. 공시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0.659 0.717 0.555 0.646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0.341 0.283 0.445 0.354

합계 1.000 1.000 1.000 1.000

9.1 자료 정정 및 운
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0.445 0.433 0.297 0.389

9.1.2. 운영 개선 환류 0.555 0.567 0.703 0.6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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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
전체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0.0251 16 0.0103 31 0.0211 21 0.0191 26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0.0162 26 0.0169 26 0.0136 28 0.0168 27

1.2.1. 인사이동 주기 0.0043 34 0.0024 34 0.0052 34 0.0040 34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0.0115 33 0.0076 32 0.011 30 0.0104 33

<표 Ⅳ-29> 평가지표의 복합 가중치 산정 및 우선순위

라. 평가지표의 복합 가중치 산정

평가지표의 복합 가중치는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각각 곱하여

산정된다. 이는 영역, 항목,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각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산출된 평가지표의 복합 가중치가 최종적인 상대적 중요도 지수라고 할 수 있다.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고, 이 세 집단의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집단의 복합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전체 34개 평가지표에 대한 패널 전체의 복합 가중치를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3.2.1. 공시

자료 산출 용이성’(7.2%), ‘9.1.2. 운영 개선 환류’(6.1%),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

도’(4.9%),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4.5%),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4.0%) 순으로

나타났다. 패널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수 및 연구자 집단은 ‘9.1.2. 운영 개선 환류’(7.2%),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5.9%),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5.8%), ‘3.1.1. 전

산시스템 구축 정도’(5.5%), ‘8.1.2. 자체 점검’(5.2%)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대학교

직원 집단은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10.7%),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7.8%),

‘9.1.2. 운영 개선 환류’(6.1%),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4.7%),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4.7%)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은 ‘7.1.2. 항목

담당자의 지침 이해도’(7.4%),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7.0%),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

성’(5.9%),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5.0%),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4.9%)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34개 평가지표에 대

한 복합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산정한 결과는 <표 Ⅳ-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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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교수 및 연구자 

집단

대학교직원 

집단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집단
전체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복합

가중치

우선

순위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0.0219 21 0.0158 27 0.0096 31 0.0166 29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0.0219 21 0.0466 5 0.0205 23 0.0308 16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0.0231 18 0.0277 14 0.0471 6 0.0342 11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0.0120 31 0.0277 14 0.0319 12 0.0242 21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0.0554 4 0.0262 17 0.0231 17 0.0346 10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0.0493 7 0.0368 8 0.0208 22 0.0360 8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0.0475 8 0.1071 1 0.0592 3 0.0720 1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 0.0143 29 0.0212 24 0.0245 15 0.0210 25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0.0255 15 0.015 28 0.0070 32 0.0153 31

4.1.2. 항목담당자 경력 0.0149 28 0.0221 20 0.0063 33 0.0141 32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0.0152 27 0.0436 6 0.0280 14 0.0287 19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0.0122 30 0.0296 12 0.0228 19 0.0219 23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0.0235 17 0.0231 19 0.0189 26 0.0238 22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0.0293 12 0.0132 29 0.0192 25 0.0214 24

5.1.1. 계획 이행도 0.0364 11 0.0217 21 0.0386 11 0.0328 13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0.0190 25 0.0393 7 0.0491 5 0.0361 7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0.0366 10 0.0214 22 0.0393 10 0.0341 12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0.0216 23 0.0214 22 0.0471 6 0.0300 17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0.0216 23 0.0076 32 0.0231 17 0.0168 27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0.0118 32 0.0104 30 0.0297 13 0.0161 30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0.0268 14 0.0212 24 0.0456 8 0.0309 15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0.0370 9 0.0293 13 0.0744 1 0.0451 4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0.0231 18 0.0251 18 0.0504 4 0.0323 14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0.0231 18 0.0346 9 0.0699 2 0.0399 5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0.0585 2 0.0272 16 0.0223 20 0.0351 9

8.1.2. 자체 점검 0.0521 5 0.0317 10 0.0130 29 0.0296 18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0.0519 6 0.0777 2 0.0245 15 0.0493 3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 

자료 활용 비중
0.0269 13 0.0307 11 0.0196 24 0.0270 20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0.0581 3 0.0467 4 0.0189 26 0.0389 6

9.1.2. 운영 개선 환류 0.0724 1 0.0611 3 0.0447 9 0.06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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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항목·지표

평가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는 적절한가?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적절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획(4,6,8,10월)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표 Ⅳ-30> 평가준거 활용 양식(안)

4. 대학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활용과 시사점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는 대학 현장에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개선점을 찾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공시정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평가준거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개발된 평가준거가 대학 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

다. 개발된 평가준거를 활용하기 위한 양식을 제안하면 <표 Ⅳ-30>과 같다.

이러한 평가준거를 운영 개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산정된 평가

준거의 복합 가중치를 바탕으로 각 평가준거의 점수를 환산하고, 이를 평가표의 평

가결과와 조합하면 최종적인 평가결과 또는 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평

가결과 또는 평가점수를 근거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

고, 이를 향후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개선 환류에 반영함으로써 대학의 공시정보 신

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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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항목·지표

평가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2. 업무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부서 간의 공시관련 업무의 구분이 명확한가?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3.2. 시스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양식으로 공시자료를 산출하기 용이한가?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한가?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은 적절한가?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담당자 직급, 경력은 적절한가?

4.2. 담당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총괄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항목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3. 관리자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부서, 팀, 처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이사회, 총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 수립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5.2. 담당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외부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

하고 있는가?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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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항목·지표

평가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6. 의사소통

6.1. 조직 내 의사소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 조직 내 구성원간의 업무 조정 및 협조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업무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2. 조직 외 의사소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7. 입력지침 및 검증

7.1. 입력지침의 이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총괄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항목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7.2. 입력정보의 검증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증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입력정보의 검증을 위한 검증내용이 타당한가?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8.1. 공시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공시 입력에 활용한 원자료,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8.1.2. 자체 점검

- 공시 전·후 입력정보에 대한 자체 점검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8.2. 공시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공시정보 분석을 통해 학과평가, 대외평가 등에 공시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하고 있는가?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에 공시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 공시 이후 오류발생에 따라 자료의 정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시자료를
정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9.1.2. 운영 개선 환류

- 공시자료 정정 이후 재발 방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책을 수립
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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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평가준거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복합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 연구 결

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해 교수 및 연구자, 대학교직

원, 대학정보공시 조사기관 등 15명의 델파이 패널들을 대상으로 1, 2차 델파이 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개 평가영역, 18개 평가항목, 34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준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준거를 살펴보면 평가영역은 ‘1. 조직 구조 및 인사’,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

육’, ‘6. 의사소통’, ‘7. 입력지침 및 검증’,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9. 운영 개선’ 등 9

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평가항목은 ‘1.1. 조직 구조’, ‘1.2. 인사’,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2. 업무분장’,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2. 시스템 활용’, ‘4.1. 인력의 전문성’, ‘4.2. 담

당자 인식’, ‘4.3. 관리자 인식’, ‘5.1. 계획 이행도’, ‘5.2. 담당자 교육’, ‘6.1. 조직 내 의사소

통’, ‘6.2. 조직 외 의사소통’, ‘7.1. 입력지침의 이해’, ‘7.2. 입력정보의 검증’, ‘8.1. 공시자료

관리’, ‘8.2. 공시자료 활용’,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평

가지표는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

성’, ‘1.2.1. 인사이동 주기’,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2.2.2. 담당자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4.1.2. 항목담당자 경력’,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2.2. 항목담당자의 공

시업무 중요인식도’,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3.2. 이사회, 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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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5.1.1. 계획 이행도’,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6.1.2. 담

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7.2.1. 검증방법

의 체계성’,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8.1.2. 자체 점검’,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9.1.2. 운영 개선 환류’ 등 34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최

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준거는 델파이 패널로부터 87% 이상의 내용타당도(CRV)를 확보하였

고 평균, 표준편차, 의견합의도 및 의견수렴도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하여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가중치

를 분석한 결과, 9개의 평가영역 중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16.4%), ‘7. 입력지침 및 검

증’(14.8%),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14.1%)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다. 평가항목

의 경우, 18개 평가항목 중 취업처의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10.0%), ‘3.2. 시스템 활

용(9.3%), ‘8.2. 공시자료 활용’(7.6%), ‘7.1. 입력지침의 이해’(7.6%), ‘7.2. 입력정보의 검

증’(7.2%) 순으로 복합 가중치가 높았다. 평가지표의 경우, 34개의 평가지표 중 ‘3.2.1. 공시

자료 산출 용이성’(7.2%), ‘9.1.2. 운영 개선 환류’(6.1%),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

도’(4.9%),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4.5%),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4.0%) 순으로

복합 가중치가 높았다. 이러한 평가준거의 가중치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정보공시

제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진행한다면,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9.1.2. 운영 개선 환류’,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7.2.2. 검증내용의 타당

성’ 등과 같이 높은 비중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교수 및 연구자 집단과 대학교직원 집단은 개발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

가준거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및 연구자 집단

의 경우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1. 조직 구조 및 인사’,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영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8.1. 공시자료 관리’ 항

목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1.2. 인사’, ‘6.2. 조직 외 의사소통’ 항목은 상대적으로 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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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직원 집단의 경우 평가영역에서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1. 조직 구조 및 인사’, ‘6. 의사소통’ 영역은 상대적

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2. 시스템 활용’, ‘8.2. 공시자료 활

용’ 항목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6.2. 조직 외 의사소통’, ‘1.2. 인사’ 항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및 연구자 집단과 대학교직원 집단이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

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패널 집단이 가진 서로 다른 직무배경, 역할, 환경적 특성 등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패널

집단이 서로 다른 인식 차이를 보인 것은 누가 평가를 진행하는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를 진행할 때는 특정 관점만을 평가보다는 대학정보공

시제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

기 때문에 개발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평가를 진행한다면 평가결과가 편향되지

않도록 대학 내의 다양한 구성원(교수, 연구자, 교직원 등)과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2. 제언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하여 평가준거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대

학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뿐만아니라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지침과 평가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개발과 구체적인 평가절

차 정립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패널 집단별로 다르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패널 집단이 가진 서로 다른 직무배경, 역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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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특성 등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 집단의 직무배경, 역할, 환경적 특성 등이 대학정보공시제 운

영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준거의 적용이 평가 전 후 오류 발건 건수 등 공시정

보 신뢰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성 검증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평가

준거의 효과성 검증은 향후 대학현장에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활용 및

보급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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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1차 델파이 조사지>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

준거를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 대학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준거 개발에 목적을 둠

CIPP평가모형에 기반하여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개발하였고, 설문에 응

답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합니다.

제시된 평가준거(안)은 일차적으로 대학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한국교육개

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관계자 위원들로부터 안면타당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는 선생님의 고견을 폭넓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포함

하여 총 3차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평가준거(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께 거듭 깊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지준오

지도교수 정진철

   ∙ 문의처 : 석사과정 지준오 ☎ (02)6919-3892 / e-mail : juno3328@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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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P평가모형은 목표,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획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C), 필요한 수단, 자원 등을 구체화하여 구조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I), 과정운영, 계획의 적용 및 검토 등을 통해 실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평가

(process evaluation: P), 산출물을 통해 순환적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 P)로 

구분되는 복합적 평가모형임.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초안은 CIPP평가모형을 기반으로 개발하였음.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목

적이 대학정보공시를 운영하는 대학의 환경, 투입된 자원, 운영 과정을 통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창출해 내는지 

파악함으로써 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임

[델파이 제 1차 조사지]  위에서 제시한 기초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아래 항목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영역에 대한 의견

평가준거(안)의 평가영역을 총 9개로 구안하였습니다. 각 평가영역이 구분(CIPP평가모형-상황, 투입, 과정, 산

출)에 어느 정도 타당한 지 체크(v)표 해주시고, 평가영역에 추가 또는 수정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영역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타당성 의견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영역> 

구분 평가영역
전혀
타당하
지않음

별로
타당하
지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상황평가
(context)

1. 조직 구조 및 인사 1 2 3 4 5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1 2 3 4 5

*의 견: 

투입평가
(input)

3. 시스템 1 2 3 4 5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1 2 3 4 5

*의 견: 

과정평가
(process)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1 2 3 4 5

6. 의사소통 1 2 3 4 5

7.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1 2 3 4 5

*의 견: 

산출평가
(product)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1 2 3 4 5

9. 운영 개선 1 2 3 4 5

*의 견: 

*종합 의견: 

이 외에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123 -

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전혀
타당하
지않음

별로
타당하
지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상황

평가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1 2 3 4 5

1.2. 인사 1 2 3 4 5

*의 견: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1 2 3 4 5

2.2. 업무분장 1 2 3 4 5

*의 견: 

*종합 의견: 

투입

평가



3. 시스템

3.1. 시스템 구축 1 2 3 4 5

3.2. 시스템 활용 1 2 3 4 5

*의 견: 

4. 담당자 역

량 및 인식도

4.1. 담당자의 전문성 1 2 3 4 5

4.2. 담당자 인식 1 2 3 4 5

4.3. 경영진 인식 1 2 3 4 5

*의 견: 

*종합 의견: 

2.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

평가준거(안)의 평가항목을 총 21개로 구안하였습니다. 각 평가항목이 평가영역에 어느 정도 타당한 지 체

크(v)표 해주시고, 평가항목에 추가 또는 수정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평가항목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타당성 의견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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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전혀
타당하
지않음

별로
타당하
지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과정

평가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1 2 3 4 5

5.2. 담당자 교육 1 2 3 4 5

*의 견: 

6. 의사소통
6.1. 조직 내 의사소통 1 2 3 4 5

6.2. 조직 외 의사소통 1 2 3 4 5

*의 견: 

7. 입력지침 

및 검증 체계

7.1. 입력지침의 이해 1 2 3 4 5

7.2. 검증 체계 1 2 3 4 5

*의 견: 

*종합 의견: 

산출

평가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8.1. 공시자료 관리 1 2 3 4 5

8.2. 공시자료 활용 1 2 3 4 5

*의 견: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1 2 3 4 5

*의 견: 

*종합 의견: 

이 외에 평가준거의 [평가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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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로
타당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상

황

평

가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체계적

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 2 3 4 5

1.1.2. 공시업무 지원 조직의 체계성

- 공시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체계적

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 2 3 4 5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가 

대체로 짧은(1년 이내)편인가?

1 2 3 4 5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가 적

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1 2 3 4 5

*의 견: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

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적절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1 2 3 4 5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

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1 2 3 4 5

2.2. 업무

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부서 간의 공시관련 업무의 구분이 

명확한가?

1 2 3 4 5

2.2.2. 담당자의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

확한가?

1 2 3 4 5

*의 견: 

*종합 의견: 

3.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평가준거(안)의 평가지표를 총 40개로 구안하였습니다. 각 평가지표가 평가항목에 어느 정도 타당한 지 체

크(v)표 해주시고, 평가지표에 추가 또는 수정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평가지표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타당성 의견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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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로
타당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투

입

평

가



3. 시스템

3.1. 시스

템 구축

3.1.1. 공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1 2 3 4 5

3.2. 시스

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양식으로 

공시자료를 산출하기 용이한가?

1 2 3 4 5

3.2.2. 공시자료 산출 소요 시간

- 전산시스템을 자료를 산출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이 적절한가?

1 2 3 4 5

*의 견: 

4. 담당자 

역량 및 

인식도

4.1. 담당

자의 전

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

급(정규직, 대리급), 경력(근무 경력 3

년 이상)이 적절한가?

1 2 3 4 5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항목담당자 경

력(근무 경력 3년 이상)이 적절한가?

1 2 3 4 5

4.2. 담당

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총괄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1 2 3 4 5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항목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1 2 3 4 5

4.3. 경영

진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

인식도

- 부서, 팀, 처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1 2 3 4 5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

인식도

- 이사회, 총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1 2 3 4 5

*의 견: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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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로
타당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과

정

평

가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 수립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1 2 3 4 5

5.2. 담당

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외부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

고 있는가?

1 2 3 4 5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

기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

게 운영하고 있는가?

1 2 3 4 5

*의 견: 

6. 의사 

소통

6.1. 조직 

내 의사

소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 조직 내 구성원간의 업무 조정 및 협

조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 2 3 4 5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업무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 2 3 4 5

6.2. 조직 

외 의사

소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1 2 3 4 5

*의 견: 

7. 입력지

침 및 검

증 체계

7.1. 입력

지침 의 

이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총괄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 2 3 4 5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항목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 2 3 4 5

7.2. 검증 

체계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검증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검

증을 수행하고 있는가?

1 2 3 4 5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검증을 수행하는 검증내용이 타당한가?
1 2 3 4 5

*의 견: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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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로
타당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산

출

평

가



8. 공시자

료의 관

리 및 활

용

8.1. 공시

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공시 입력에 활용한 원자료,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 2 3 4 5

8.1.2. 내부 점검 및 감사체계 운영

- 공시 이후 내부 점검 및 감사 등의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1 2 3 4 5

8.2. 공시

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공시정보 분석을 통해 학과평가, 대외

평가 등에 공시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하고 있는가?

1 2 3 4 5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에 공시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1 2 3 4 5

*의 견: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 공시 이후 오류발생에 따라 자료의 

정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시자

료를 정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1 2 3 4 5

9.1.2. 운영 개선 환류

- 공시자료 정정 이후 재발 방지 및 신

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책을 수립하

여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가?

1 2 3 4 5

*의 견: 

*종합 의견: 

이 외에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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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차 델파이 조사지>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

준거를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 대학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준거 개발에 목적을 둠

CIPP평가모형에 기반하여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개발하였고, 설문에 응

답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합니다.

제시된 평가준거(안)은 일차적으로 대학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한국교육개

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관계자 위원들로부터 안면타당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1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문항 수정·추가·삭제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선생님의 고견을 폭넓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포함

하여 총 3차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평가준거(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께 거듭 깊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지준오

지도교수 정진철

   ∙ 문의처 : 석사과정 지준오 ☎ (02)6919-3892 / e-mail : juno3328@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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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영역
전혀
타당하
지않음

별로
타당하
지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상황평가
(context)

1. 조직 구조 및 인사 1 2 3 【4 Md  5】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1 2 3 【4  5】Md

*의 견: 

투입평가
(input)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1 2 3 【4 5】 Md

4. 전문성 및 인식도 1 2 3 【4 Md 5】 

*의 견: 

CIPP평가모형은 목표,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획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C), 필요한 수단, 자원 등을 구체화하여 구조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I), 과정운영, 계획의 적용 및 검토 등을 통해 실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평가

(process evaluation: P), 산출물을 통해 순환적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 P)로 

구분되는 복합적 평가모형임.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초안은 CIPP평가모형을 기반으로 개발하였음.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목

적이 대학정보공시를 운영하는 대학의 환경, 투입된 자원, 운영 과정을 통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창출해 내는지 

파악함으로써 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임

[델파이 제 2차 조사지] 위에서 제시한 기초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아래 항목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

다. * 평가영역 내용 및 구성에 대한 타당성 의견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 평가영역에 대한 의견

평가준거(안)의 평가영역을 총 9개로 구안하였습니다. 각 평가영역이 구분(CIPP평가모형-상황, 투입, 과정, 

산출)에 어느 정도 타당한 지 체크(v)표 해주시고, 평가영역에 추가 또는 수정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의견조사해서 응답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

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중앙치(전체 사례를 1/2로 나누는 점, Md로 표시)와 사분점간 범위(전체 응답

의 하위 25%와 하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 범위를 【  】로 표시)를 표시하였습니다.  대다수 델파이 자

문위원님들과의 의견과 달리 사분점간 범위 【  】를 벗어날 경우 그 이유를 의견란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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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영역
전혀
타당하
지않음

별로
타당하
지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과정평가
(process)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1 2 3 【4 5】 Md

6. 의사소통 1 2 3 【4 Md 5】 

7. 입력지침 및 검증 1 2 3 【4 5】 Md

*의 견: 

산출평가
(product)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1 2 3 【4 5】 Md

9. 운영 개선 1 2 3 【4 5】 Md

*의 견: 

*종합 의견: 

이 외에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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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전혀
타당하
지않음

별로
타당하
지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상황

평가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1 2 3 【4 Md 5】
1.2. 인사 1 2 3 【4 Md 5】

*의 견: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1 2 3 【4 5】 Md

2.2. 업무분장 1 2 3 【4 5】 Md

*의 견: 

*종합 의견: 

투입

평가



3. 시스템 구

축 및 활용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2 3 【4 5】 Md

3.2. 시스템 활용 1 2 3 【4 Md 5】
*의 견: 

4. 전문성 및 

인식도

4.1. 인력의 전문성 1 2 3 【4 5】 Md

4.2. 담당자 인식 1 2 3 【4 5】 Md

4.3. 관리자 인식 1 2 3 【4 5】 Md

*의 견: 

*종합 의견: 

2.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

평가준거(안)의 평가항목을 총 18개로 구안하였습니다. 각 평가항목이 평가영역에 어느 정도 타당한 지 체

크(v)표 해주시고, 평가항목에 추가 또는 수정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의견조사해서 응답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중앙치(전체 사례를 1/2로 나누는 점, Md로 표시)와 사분점간 범위(전체 응답의 하위 25%와 하위 25%를 제

외한 나머지 응답 범위를 【 】로 표시)를 표시하였습니다. 대다수 델파이 자문위원님들과의 의견과 달리 사

분점간 범위 【  】를 벗어날 경우 그 이유를 의견란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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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전혀
타당하
지않음

별로
타당하
지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과정

평가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1 2 3 【4 5】 Md

5.2. 담당자 교육 1 2 3 【4 5】 Md

*의 견: 

6. 의사소통

6.1. 조직 내 의사소통 1 2 3 【4 Md 5】

6.2. 조직 외 의사소통 1 2 3 【4 Md 5】

*의 견: 

7. 입력지침 

및 검증

7.1. 입력지침의 이해 1 2 3 【4 5】 Md

7.2. 입력정보 검증 1 2 3 【4 5】 Md

*의 견: 

*종합 의견: 

산출

평가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8.1. 공시자료 관리 1 2 3 【4 5】 Md

8.2. 공시자료 활용 1 2 3 【4 5】 Md

*의 견: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1 2 3 【4 5】 Md

*의 견: 

*종합 의견: 

이 외에 평가준거의 [평가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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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로
타당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상황

평가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 2 3 【4
5】 

Md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 2 3
【4 

Md
5】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는 적절한가?
1 2 3

【4 

Md
5】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1 2 3
【4 

Md
5】

*의 견: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적

절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1 2 3
【4 

Md
5】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획

(4,6,8,10월)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가?

1 2 3
【4 

Md
5】

2.2. 업무

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부서 간의 공시관련 업무의 구분이 명확

한가?

1 2 3 【4
5】 
Md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1 2 3 【4

5】 
Md

*의 견: 

*종합 의견: 

3.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평가준거(안)의 평가지표를 총 34개로 구안하였습니다. 각 평가지표가 평가항목에 어느 정도 타당한 지 체크

(v)표 해주시고, 평가지표에 추가 또는 수정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의견조사해서 응답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중

앙치(전체 사례를 1/2로 나누는 점, Md로 표시)와 사분점간 범위(전체 응답의 하위 25%와 하위 25%를 제외한 나

머지 응답 범위를 【 】로 표시)를 표시하였습니다. 대다수 델파이 자문위원님들과의 의견과 달리 사분점간 

범위 【  】를 벗어날 경우 그 이유를 의견란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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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로
타당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투입

평가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

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1 2 3
【4 

Md
5】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안

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 2 3 4 5

3.2. 시스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양식으로 공

시자료를 산출하기 용이한가?

1 2 3 【4
5】
Md

3.3.2. 공시자료 산출 시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한가?

1 2 3
【4 

Md
5】

*의 견: 

4. 전문성

및 인식

도

4.1. 인력

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급, 경

력은 적절한가?

1 2 3
【4 

Md
5】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담당자 직급, 

경력은 적절한가?

1 2 3
【4 

Md
5】

4.2. 담당

자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총괄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는가?

1 2 3
【4 

Md
5】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항목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1 2 3
【4 

Md
5】

4.3. 관리

자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부서, 팀, 처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1 2 3
【4 

Md
5】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 인식도

- 이사회, 총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1 2 3
【4 

Md
5】

*의 견: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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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로
타당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과정

평가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 수립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1 2 3
【4 

Md
5】

5.2. 담당

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외부 교육에 참여

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1 2 3 【4
5】 
Md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

영하고 있는가?

1 2 3 【4
5】 
Md

*의 견: 

6. 의사 

소통

6.1. 조직 

내 의사소

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

성

- 조직 내 구성원간의 업무 조정 및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 2 3
【4 

Md
5】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업무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가?

1 2 3
【4 

Md
5】

6.2. 조직 

외 의사소

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1 2 3
【4 

Md
5】

*의 견: 

7. 입력지

침 및 검

증

7.1. 입력

지침의 이

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총괄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 2 3 【4
5】 
Md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항목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 2 3 【4
5】 
Md

7.2. 입력

정보의 검

증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증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1 2 3 【4
5】 
Md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입력정보의 검증을 위한 검증내용이 타당한가?
1 2 3 【4

5】 
Md

*의 견: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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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로
타당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산출

평가



8. 공시자

료의 관

리 및 활

용

8.1. 공시

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공시 입력에 활용한 원자료,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 2 3 【4
5】
Md

8.1.2. 자체 점검

- 공시 전·후 입력정보에 대한 자체 점검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1 2 3
【4 

Md
5】

8.2. 공시

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공시정보 분석을 통해 학과평가, 대외평가 

등에 공시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

는가?

1 2 3 【4
5】 
Md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

용 비중

-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에 공시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1 2 3 【4
5】 
Md

*의 견: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 공시 이후 오류발생에 따라 자료의 정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시자료를 정정

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1 2 3 【4
5】 
Md

9.1.2. 운영 개선 환류

- 공시자료 정정 이후 재발 방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가?

1 2 3 【4
5】 
Md

*의 견: 

*종합 의견: 

이 외에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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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를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 대학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준거 개발에 목적을 둠

지난 1, 2차 조사에서는 CIPP평가모형에 기반하여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의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이번 설문에서는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진단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는 두 지표중에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 정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3차 조사입니다.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께 거듭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지준오

지도교수 정진철

<부록3. 제3차 델파이 조사지>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지

   ∙ 문의처 : 석사과정 지준오 ☎ (02)6919-3892 / e-mail : juno3328@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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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에 대한 안내

  ❒ 응답 방법

  ■ 진단준거가 위계(영역, 항목, 지표)에 따라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됩니다.

  ■ [A 준거]와 [B 준거]를 비교하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쪽에 중요도 정도에 따라 표시하시면 되

고, 중요도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척도 중요도 정도

1 두 개의 준거가 동일하게 중요함(Equal)

3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약간 중요함(Week)

5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강하게 중요함(Strong)

7 한 준거가 다른 준거보다 매우 강하게 중요함(Very Strong)

9 한 준거가 다른 준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함(Absolute)

  예를 들어, 

  [1. 조직 구조 및 인사]가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보다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와 같이 [1. 조직 구조 및 인사] 1에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1. 조직 구조 및 인사]가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보다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1. 

조직 구조 및 인사] 3에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1. 조직 구조 및 인사]가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보다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와 같이 [1. 조직 구조 및 인사] 5에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1. 조직 구조 및 인사]가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보다 매우 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와 같이 [1. 조직 구조 및 인사] 7에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1. 조직 구조 및 인사]가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

면 아래와 같이 [1. 조직 구조 및 인사] 9에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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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에 대한 안내

평가영역

(A)

A가 

중요
⇐ 동

일
⇒

B가 

중요
평가영역

(B)
9 7 5 3 1 3 5 7 9

1. 조직 구조 및 인사 9 7 5 3 √1 3 5 7 9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1. 조직 구조 및 인사 9 7 5 √3 1 3 5 7 9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1. 조직 구조 및 인사 9 7 √5 3 1 3 5 7 9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1. 조직 구조 및 인사 9 √7 5 3 1 3 5 7 9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1. 조직 구조 및 인사 √9 7 5 3 1 3 5 7 9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 응답 유의사항

  ■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정하는 본 조사에서는 응답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영역이나 항목 및 지표수가 각각 3개 이상(예를 들어 A, B, C)일 경우, A가 B보다 

중요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가 응답하였으면 A는 반드시 C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응답이 되

어야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A＞B이고 B＞C이면, 반드시 A＞C이다. 

ex) A＞B이고 B＞C ⇒ A＞C

  ■ 이 경우에 만약 C가 A보다 더 중요하다고 엉뚱한 응답을 하게 되면 일관성 수치가 낮게 평가

되어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평가영역의 경우 모두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위부터 4위까지의 우선순

위를 미리 정해두신 후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일관성 있는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점에 유의하셔서 일관성 있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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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상황

평가



1. 조직 구조 

및 인사

1.1. 조직 

구조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전담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가?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2. 인사 

1.2.1. 인사이동 주기

- 공시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주기는 적절한가?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2.1. 목표 및

계획

수립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 공시업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적절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공시업무 계획(4,6,8,10월)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고 있는가?

2.2. 업무

분장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부서 간의 공시관련 업무의 구분이 명확한가?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 담당자간의 공시관련 업무 분장이 명확한가?

투입

평가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3.2. 시스템 

활용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양식으로 공시자료를 산출하기 용이한가?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 

-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한가?

4. 전문성

및 인식도

4.1. 인력의 

전문성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은 적절한가?

4.1.2. 항목담당자 경력

-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담당자 직급, 경력은 적절한가?

4.2. 담당자의

인식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총괄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항목담당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3. 관리자의

인식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부서, 팀, 처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 이사회, 총장 등이 공시업무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확정된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관한 평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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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과정

평가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5.1. 계획 

이행도

5.1.1. 계획 이행도

- 수립된 연간 공시업무 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5.2. 담당자 

교육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 공시담당자가 공시관련 외부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6. 의사소통

6.1. 조직 내

의사

소통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성

- 조직 내 구성원간의 업무 조정 및 협조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 업무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2. 조직 외

의사

소통

6.2.1.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외부 기관(대학, 교육부, 대교협 등)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7. 입력지침

및 검증

7.1. 입력지침

의 이해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총괄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 항목담당자가 입력지침에 맞게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7.2. 입력정보

의 검증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체계적인 검증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 입력정보의 검증을 위한 검증내용이 타당한가?

산출

평가



8. 공시자료

의 관리

및 활용

8.1. 공시자료

관리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 공시 입력에 활용한 원자료,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8.1.2. 자체 점검

- 공시 전·후 입력정보에 대한 자체 점검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8.2. 공시자료 

활용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 공시정보 분석을 통해 학과평가, 대외평가 등에 공시자료를 적절하

게 활용하고 있는가?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에 공시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9. 운영 개선

9.1 자료 정정 

및 운영 

개선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 공시 이후 오류발생에 따라 자료의 정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공시자료를 정정하여 현행화하고 있는가?

9.1.2. 운영 개선 환류

- 공시자료 정정 이후 재발 방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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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영역(평가모형)의 상대적 중요도

❒ 아래의 문항들은 CIPP평가모형의 평가영역입니다. 4개 평가영역들이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

시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의 왼쪽에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응답요령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평가영역(평가모형)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영역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영역

(B)
9 7 5 3 1 3 5 7 9

1. 상황 9 7 5 3 1 3 5 7 9 2. 투입

1. 상황 9 7 5 3 1 3 5 7 9 3. 과정

1. 상황 9 7 5 3 1 3 5 7 9 4. 산출

2. 투입 9 7 5 3 1 3 5 7 9 3. 과정

2. 투입 9 7 5 3 1 3 5 7 9 4. 산출

3. 과정 9 7 5 3 1 3 5 7 9 4.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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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 아래의 문항들은 평가준거의 평가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영역들이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의 왼쪽에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응답요령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평가영역 간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평가영역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영역

(B)
비고

9 7 5 3 1 3 5 7 9

상황 1. 조직 구조 및 인사 9 7 5 3 1 3 5 7 9 2.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투입 3. 시스템 구축 및 활용 9 7 5 3 1 3 5 7 9 4. 담당자 전문성 및 인식도

과정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9 7 5 3 1 3 5 7 9 6. 의사소통

응답

일관성

유의

5. 계획 이행 및 담당자 교육 9 7 5 3 1 3 5 7 9 7. 입력지침 및 검증

6. 의사소통 9 7 5 3 1 3 5 7 9 7. 입력지침 및 검증

산출 8. 공시자료의 관리 및 활용 9 7 5 3 1 3 5 7 9 9.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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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 아래의 문항들은 평가준거의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항목들이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

는 번호의 왼쪽에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응답요령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평가영역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영역

(B)

9 7 5 3 1 3 5 7 9

상황

1.1. 조직 구조 9 7 5 3 1 3 5 7 9 1.2. 인사 

2.1. 목표 및 계획 수립 9 7 5 3 1 3 5 7 9 2.2. 업무분장

투입

3.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7 5 3 1 3 5 7 9 3.2. 시스템 활용

4.1. 인력의 전문성 9 7 5 3 1 3 5 7 9 4.2. 담당자 인식

응답

일관성

유의

4.1. 인력의 전문성 9 7 5 3 1 3 5 7 9 4.3. 관리자 인식

4.2. 담당자 인식 9 7 5 3 1 3 5 7 9 4.3. 관리자 인식

과정

5.1. 계획 이행도 9 7 5 3 1 3 5 7 9 5.2. 담당자 교육

6.1. 조직 내 의사소통 9 7 5 3 1 3 5 7 9 6.2. 조직 외 의사소통

7.1. 입력지침의 이해 9 7 5 3 1 3 5 7 9 7.2. 입력정보 검증

산출 8.1. 공시자료 관리 9 7 5 3 1 3 5 7 9 8.2. 공시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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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영역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영역

(B)

9 7 5 3 1 3 5 7 9

상황

1.1.1. 공시전담(총괄업무)

조직의 체계성
9 7 5 3 1 3 5 7 9

1.1.2. 공시지원(입력업무)

조직의 체계성

1.2.1. 인사이동 주기 9 7 5 3 1 3 5 7 9
1.2.2. 인사이동시 공시업무 

인수인계 정도

2.1.1. 목표 수립의 적절성 9 7 5 3 1 3 5 7 9 2.1.2. 계획 수립의 체계성

2.2.1. 부서 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9 7 5 3 1 3 5 7 9

2.2.2. 담당자간 공시업무 

분장의 명확성

투입

3.1.1.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 9 7 5 3 1 3 5 7 9 3.1.2.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성

3.2.1. 공시자료 산출 

용이성
9 7 5 3 1 3 5 7 9 3.2.2. 공시자료 산출 시간

4.1.1. 총괄담당자 직급, 경력 9 7 5 3 1 3 5 7 9 4.1.2. 항목담당자 경력

4.2.1. 총괄담당자의 공시

업무 중요인식도
9 7 5 3 1 3 5 7 9

4.2.2. 항목담당자의 공시

업무 중요인식도

4.3.1. 부서, 팀, 처장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9 7 5 3 1 3 5 7 9

4.3.2. 이사회, 총장 등의 

공시업무 중요인식도

4.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 아래의 문항들은 평가준거의 평가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지표들이 

일대일 대응의 형태로 한 문항씩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

는 번호의 왼쪽에 √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응답요령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평가지표 간의 상대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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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영역

(A)

A가 

중요
⇐ 동일 ⇒

B가 

중요 평가영역

(B)

9 7 5 3 1 3 5 7 9

과정

5.2.1. 공시 관련 외부 

교육 참여 지원
9 7 5 3 1 3 5 7 9 5.2.2. 대학 내 자체교육 정도

6.1.1.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의 적절

성

9 7 5 3 1 3 5 7 9
6.1.2.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유연성

7.1.1. 총괄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9 7 5 3 1 3 5 7 9

7.1.2. 항목담당자의 지침 

이해도

7.2.1. 검증방법의 체계성 9 7 5 3 1 3 5 7 9 7.2.2. 검증내용의 타당성

산출

8.1.1. 공시자료의 체계적 

관리
9 7 5 3 1 3 5 7 9 8.1.2. 자체 점검

8.2.1. 공시정보 분석 및 

활용도
9 7 5 3 1 3 5 7 9

8.2.2. 대학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시자료 활용 비중

9.1.1. 공시자료의 정정 및 

현행화
9 7 5 3 1 3 5 7 9 9.1.2. 운영 개선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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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evaluation criteria related to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perating and to analyze the relative weight of the finally

developed criteria. A first draft of evaluation criteria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

of reviewing related previous researches, best operational practices about disclosure

system of university information. The validity and weight of evaluation criteria was

confirmed from delphi survey,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n order to confirm validity, delphi survey was carried out with 15 expert panel

consisted of five persons from each group of professor and researcher, university staff,

service institutions officials for disclosure system of university information. evaluation

criteria with relatively low degrees of consensus between expert panels was modified

and the revised set of evaluation criteria that was developed repeatedly through the

delphi survey. The finally developed evaluation criteria consisted of 9 evaluation area, 18

evaluation items and 34 evaluation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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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nal delphi surve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as introduced to

analyze the relatively weight of the developed evaluation criteria. In evaluation areas

levels, the relatively weight is in the order of 3. computerized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7. input guidelines and verification, 8.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data. In

evaluation items levels, the relatively weight is in the order of 9.1 data correction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3.2. application of system, 8.2. application of data, 7.1.

understanding of input guidelines, 7.2. verification of input data. In evaluation indicators

levels, the relatively weight is in the order of 3.2.1. ease of data extraction, 9.1.2.

feedback of operational improvements, 8.2.1. analysis and application of data, 7.1.2.

guidelines understanding of the people who input, 7.2.2. validity of verification.

The order of the relative importance varies depending on expert panel. professor and

researcher group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was 9.1.2. feedback of

operational improvements. University staff group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indicators was 3.2.1. ease of data extraction and indicators service institutions

officials group for disclosure system of university information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indicators was 7.1.2. guidelines understanding of the people who

input.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were proposed.

First, to apply the evaluation criteria developed in this study, it is need to develope

specific evaluation guidelines and evaluation procedures.

Second, the order of the relative importance varies depending on expert panel. This

result seems to be because it caused according to information disclosure duties

background, role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anel group. It is necessary

to study that the background, role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anel it affects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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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 criteria that it affects

such as improving the information reliability after applying evaluation criteria developed

in this study. Verifying of the effectiveness of evaluation criteria can be a positive factor

in the utilization and applying of it.

………………………………………

Key words: Disclosure system of university information,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model, Delphi,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Student Number : 2010-2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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