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 대학의 강의평가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져서 최근에는 강의평가 자체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수업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교육 상황을 분석하며, 교육의 개선에 방향을 제시할지를 고민하게 되

었다. 해외 대학에서는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학생의 강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

로 활용하고 있다(김성열, 2002; 김안나, 2003). 최근의 한국 대학에서도 강의평가의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는 대학이 늘고 있고 강의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의 강의평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재 요구되는 강의평

가 결과 활용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전의 강의

평가 관련 연구는 강의평가문항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들(류춘호, 2000; 이성흠,

2001; 김명화, 2005; 지은림 외, 2006; 김성숙, 김학일, 2008; 염시창, 2008; 민혜리,

홍성연, 2009)과 강의평가 결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강의평가에 대한 평가주체

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한신일, 2001; 류춘호, 이정호, 2005; 김현철, 2006; 김진화,

2008; 백순근, 신효정, 2008; 이선아, 2010; 장 주, 2012)이 대다수여서 강의평가에

근거하여 강의개선의 방향을 제공하는 역할은 충분히 하지 못하 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 연구들을

통해서 각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강의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

다. 이럴 때 강의평가 애초의 목표인 강의개선과 교육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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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의 2008년 1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총 7개 학기의 강의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각 학기별 자료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

로 1학기의 자료가 2학기보다 더 많으며, 연도가 지날수록 자료 수도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1> 학기별 개설강의 수 및 응답학생 수

2.2. 강의평가 도구

서울대학교의 강의평가 문항은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 중 일부를‘방법’이라는 대 역 하에, 소 역 7개(학습자 참여, 강의계획서, 상

호작용, 동기유발, 교재럭鄕� 및 평가, 학습자 이해(난이도), 이러닝 활용)으로 분류

하 다. 역 구분에는 속하지 않으나 분석에 사용된 문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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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기초 전공 전체

개설강의 수 응답학생 수 개설강의 수 응답학생 수 개설강의 수 응답학생 수

2008-1 1,157 31,447 1,845 36,330 3,002 67,777

2008-2 1,112 28,058 1,801 37,317 2,913 65,375

2009-1 1,130 33,612 1,875 42,584 3,005 76,196

2009-2 1,096 30,971 1,787 42,218 2,883 73,189

2010-1 1,164 36,658 1,820 46,783 2,984 83,441

2010-2 1,125 34,038 1,787 47,619 2,912 81,657

2011-1 1,163 37,930 1,863 52,215 3,026 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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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항 역 구분

3. 연구 결과

3.1. 문항별 비교

3.1.1  전체강의 , 기초강의 , 전공강의 비교

전체강의의 경우 2010년도 2학기에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2008년도 2학기

에 평균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7개 학기를 통합한 평균은 전체는 3.70이었다. 기초

강의의 경우 2010년도 2학기에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2008년도 1학기와 2학기

에 평균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기초강의. 7개 학기를 통합한 평균은 3.67이었다. 전

공강의의 경우 2010년도 2학기에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2008년도 2학기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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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역

소
역

문 항

내용

교수자
전문성

담당교수는강의에필요한지식과경험을갖추고있었다.

수업
내용

강의는주제와연관된핵심적인내용을다루었다.

강의
총평

이강의는나에게매우유익하 으므로, 후배나친구들도수강하도록추천할것이
다.

이강의를통해, 기대했던것을배울수있었다.

방법

학습자
참여

이강의를위하여강의시간외에일주일에평균몇시간정도공부하 습니까?

이강의에열의를가지고성실하게참여하 습니까?

강의
계획서

강의계획서가강좌선택및수강에도움이되었다.

강의가강의계획서에따라충실히진행되었다.

상호작용 담당교수는수업중학생들의참여를독려하 다.

동기
유발

담당교수는적절한방법으로학생들이강의주제에관심과흥미를갖도록유도하
다.

교재, 과
제및
평가

교재가적절히활용되어학습에도움이되었다.

과제나시험에대한피드백이학습에도움을주었다.

성적평가방식은학생들의학습참여도와학업성취도를파악하기에적절하 다.

학습자
이해

(난이도)

강의내용은지적도전감을불러일으킬수있을정도의적절한난이도를유지하
다.

eTL 이강의는 eTL을적절히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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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7개 학기를 통합한 평균은 3.73이었다.   

<표 4>  2008-2011 전공과 기초강의 만족도 비교

*p<.05, **p<.01, ***p<.001

전반적으로 전공강의의 평균 만족도가 기초강의보다 높고 이들을 통합한 전체강

의의 평균 만족도는 전공강의와 기초강의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기초강의와 전공강의의 평균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학기에서 전

공강의의 평균 만족도가 기초강의보다 높았고 특히 다음 문항에서 특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교재가 적절히 활용되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강의내용은 지적 도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

다.

－성적평가방식은 학생들의 학습참여도와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기에 적절하 다.

－이 강의는 eTL(e-Learning)을 적절히 활용하 다. (이 경우 기초강의의 만족도

가 전공강의보다 높았음).

15개 문항별로 분석하 을때 전체강의, 기초강의, 전공강의 모두에서 만족도가 가

장 높은 문항은 7번 문항(‘담당교수는 강의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

다.’)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문항은 1번 문항(‘이 강의를 위하여 강의시간 외에 일

주일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 습니까?’)으로 나타났다.

평균 만족도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인 문항은 1번 문항(‘이 강의를 위하여 강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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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초 (N=30,164) 전공 (N=32,071)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08-1 3.64 0.76 3.72 0.80 -12.362 ***

2008-2 3.64 0.81 3.68 0.83 -6.155 ***

2009-1 3.67 0.78 3.72 0.81 -7.749 ***

2009-2 3.69 0.80 3.70 0.84 -1.996

2010-1 3.68 0.81 3.75 0.84 -12.504 ***

2010-2 3.72 0.82 3.76 0.84 -6.315 ***

2011-1 3.67 0.82 3.73 0.84 -9.535 ***

종합 3.67 0.80 3.73 0.83 -2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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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 습니까?’), 12번 문항(‘과제나 시험에 대한 피

드백이 학습에 도움을 주었다.’), 15번 문항(‘이 강의는 eTL(e-Learning)을 적절히

활용하 다.’)로 나타났다. 

3.1.2 핵심교양, 일반교양, 학문의 기초 비교

교양강의 중에서 핵심교양과 일반교양 그리고 학문의 기초 강좌의 평균 만족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 간 평균 비교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대체로 핵심교양, 일반교양, 학문의 기초 순으로 평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문항에서 특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강의를 위하여 강의시간 외에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하 습니까? 

－이 강의는 나에게 매우 유익하 으므로, 후배나 친구들도 수강하도록 추천할 것

이다. 

－강의계획서가 강좌선택 및 수강에 도움이 되었다.

－담당교수는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강의주제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

하 다. 

－이 강의는 eTL(e-Learning)을 적절히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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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문 핵교 일교

08-1* 3.65 3.61 3.56

08-2* 3.56 3.84 3.65

09-1* 3.59 3.85 3.71

09-2* 3.63 3.80 3.71

10-1* 3.60 3.74 3.73

10-2* 3.65 3.82 3.76

11-1* 3.61 3.70 3.74

전체* 3.60 3.79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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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관 분석

3.2.1. 강의평가 개별문항과 평균 강의만족도 간 상관

14번 문항(‘이 강의를 통해, 기대했던 것을 배울 수 있었다.’)가 가장 평균 만족도

와 상관이 높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반면 1번 문항(‘이 강의를 위하여 강의시간 외

에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하 습니까?’), 15번 문항(‘이 강의는 ETL을 적

절히 활용하 다.’)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상관을 보 다. 

1번 문항의 경우는 강의 시간 외에 투자하는 평균 공부시간이 강의 만족도의 한 하

위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놀랍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15번 문항의 경

우는 학생들의 강의를 평가할 때 그 강의가 eTL(e-Learning)를 활용하는지의 여부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따라서 향후 강의만족

도 문항에서 해당 문항을 삭제하거나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1번 문항과

같이 강의를 위해 공부한 정도는 강의 만족도에 속하기 어려운 문항이므로 삭제가

요구된다. 

<표 6> 각 문항과 평균 강의만족도 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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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학기 2008-1 2008-2 2009-1 2009-2 2010-1 2010-2 2011-1 평균

1 .403 .420 .396 .396 .401 .423 .411 .407 

2 .777 .809 .799 .805 .807 .809 .802 .801 

3 .862 .882 .870 .875 .874 .879 .874 .874 

4 .806 .845 .823 .841 .844 .854 .850 .838 

5 .810 .848 .828 .840 .833 .849 .836 .835 

6 .844 .872 .852 .866 .860 .870 .861 .861 

7 .791 .832 .807 .826 .820 .832 .821 .818 

8 .819 .850 .833 .850 .844 .857 .845 .843 

9 .861 .889 .873 .884 .882 .888 .883 .880 

10 .794 .826 .804 .814 .816 .820 .819 .813 

11 .857 .884 .868 .878 .876 .884 .876 .875 

12 .818 .835 .825 .827 .834 .835 .838 .830 

13 .848 .870 .853 .868 .867 .874 .868 .864 

14 .882 .903 .890 .900 .896 .904 .899 .896 

15 .547 .603 .600 .623 .641 .652 .650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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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강생 성적과 강의만족도 간 상관

학생이 해당 강의에서 받은 성적과 강의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

든 학기에서 걸쳐 .146~.184에 해당하는 낮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해당 강

의에서 받은 성적은 강의만족도과 유의한 상관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꽤 낮

다고 할 수 있다.

<표 7> 평균 성적과 강의만족도 간 상관

4. 결과 및 제언

2008-2011년까지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전체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기초강의와 전공강의 간의 강의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강의만족도 문항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기초강의의 강의만족도가 전공강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나는 문제, 기초강의 중에서도‘학문의 기초’에 해당하는 과목들의 강의만족도가

낮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차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분

석을 근거로 서울대학교 강의개선 방안을 제안하겠다.

연구결과 제기된 서울대학교 강의평가와 관련 문제는 첫째로 강의평가 문항의 부

적절성 문제로 강의 만족도 문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파악되었다.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문항은‘이 강의를 위하여 강의시간 외에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하 습니까?’라는 문항인데, 이 경우 강의를 위한

평균 공부시간이 강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

다. 실제로도 각 문항과 강의 만족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이 문항의 상관은 .407로

.8 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다른 문항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어서 강

의평가 문항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 강의는 eTL(e-Learning)을 적절히 활용하 다.’라는 문항 역시 다른 문항에 비하

여 현저히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eTL(e-Learning)의 경우 강의의 원활한 운 을 위

한 주요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 운 정도를 강의 만족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강의 특성에 따라 eTL(e-Learning)의 필요성이나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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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2008-1 2008-2 2009-1 2009-2 2010-1 2010-2 2011-1

내용 역 .159 .160 .159 .157 .177 .156 .174

방법 역 .148 .149 .150 .146 .171 .148 .176

전체 .162 .160 .162 .157 .181 .158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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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로, 강의만족도 분석결과 전 학기에 걸쳐서 기초강의 만족도의 전반적인 저하

를 살펴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의 개선이 특히 요구되었다. 전반적으로 전공강의의 평

균 만족도가 기초강의보다 높고 이들을 통합한 전체강의의 평균 만족도가 기초강의

보다 높았다. 기초와 전공강의에서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인 문항은 교재 활용의

문제,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 성적평가 방식의 문제, e-Learning의 적절한 활용의 문

제 다. 이중에서 e-Learning의 적절한 활용만은 기초강의가 전공강의보다 높은 만

족도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강의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기초강의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로, 기초강의의 문제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기초강의를‘핵심교양’, ‘일반

교양’, ‘학문의기초’과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모든 학기에서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의 평균 만족도가 학문의 기초보다 높았다.  문항 차원의 분석에 따르면, 학

생들은 대체로 강의 계획서와 담당교수의 흥미 유도 방식 등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

역 차원의 분석에 따르면, 방법 역 중에서는‘학습자 참여’, ‘동기유발’, ‘e-

Learning의 활용’에서 큰 차이를 보 다. 

학문의 기초 강의는 학문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으로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과는 달리 학문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예: 대학국어, 대학 어, 미적분학 및 연습, 물리학, 논리학 등). 이 과목들은 주

로 신입생들이 많이 수강하는 과목들로서, 학생들의 고교시절에 이 분야에서의 기초

적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과목들이다. 또한 일부 수업의 경우 수업 방식이 발표 및 토

론보다는 강의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는 곧‘학습자 참여’나‘동기유

발’을 고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학문의 기초

강의에서 쌓은 기본 소양이 이후의 다른 교양과 전공 교육에서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강의에 대한 개선은 특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강의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점검하기 위해 학점과 강의만

족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학기에서 걸쳐 .146~.184에 해당하는 낮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 점수는 성적을 후하게 주는 교수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것으며,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가 자신의 성적에 크게 좌

우되지는 않는다는 지표로서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결

과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서울대학교의 2008-2011년의 강의만족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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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현황과 강의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 다. 향후 많은 연구자들

이 각 대학의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여러 대학의 강의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한

연구들을 축적한다면 대학의 교육 질 향상과 강의개선 방안이 도출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강의개선을 위한 활용이라는 강의평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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