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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핵심역량기반의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성

공적인 학습 수행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되며 참여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

성과에 관한 관심은 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및 질 개선을 위

한 평가체계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

에서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둘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계획, 실행, 성과)에 따른 이해당

사자별(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교육당국)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셋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계획, 실행, 성과)에 따른 이해당

사자별(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교육당국) 평가모형을 D대학에

적용한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은 이해당사자의 관점과 프로그램 운

영단계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여기서 이해당사자는 백순근(2006)의

PUPA 모형에 따라 공급자(Provider: P1), 수요자(User: U), 전문가

(Professional: P2), 교육당국(Authority: A)의 4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단계는 계획(Plan: P), 실행(Implementation: I), 성

과(Outcome: O)의 3개 단계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이해당사자 4개 집

단과 운영단계 3개를 조합한 총 12개의 평가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 대학 중 하나인 수도권 소재 D대학의 비교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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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현황 및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로서 운영담당 강사(공급자)

3명, 참여 학생(수요자) 24명, 기획 담당 교수(전문가) 2명, 대학 보직자

(교육당국) 2명을 선정하였다. 총 31명의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개방형 설문, FGI,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을 도출

하였다. 도출한 1차안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교육평가 전

공자인 박사 3명, 박사 수료생 3명과 비교과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 4명

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총 34개의 평가지표와

그에 따른 총 41개의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공급자의 평가지표는 총 11개로, 계획단계(P1-P) 평가지표는 절차적

타당성, 내용의 체계성, 실현가능성, 자원 충분성으로, 실행단계(P1-I) 평

가지표는 과정 적절성, 계획 실현성, 운영 충실도, 상호작용 충분성으로,

성과단계(P1-O)는 업무 만족도, 목표 달성도, 효율성으로 구성되었다. 수

요자의 평가지표는 총 10개로, 계획단계(U-P)의 평가지표는 자발성, 계

획성, 다양성으로, 실행단계(U-I)의 평가지표는 참여도, 상호작용 충분성,

충실도로, 성과단계(U-O)의 평가지표는 내용 만족도, 보상 만족도, 지원

만족도, 목표 달성도로 구성되었다. 전문가의 평가지표는 총 7개로, 계획

단계(P2-P)의 평가지표는 합리성, 목표 타당성으로, 실행단계(P2-I)의 평

가지표는 전문성, 운영환경 적절성, 평가체계성으로, 성과단계(P2-O)의

평가지표는 목표 달성도, 개선계획수립 적절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당국

의 평가지표는 총 6개로, 계획단계(A-P)의 평가지표는 교육목표 부합도,

계획 체계성으로, 실행단계(A-I)의 평가지표는 계획실현성, 학교의 지원

충분성으로, 성과단계(A-O)의 평가지표는 만족도, 교육목표 달성도로 구

성되었다.

새롭게 개발한 평가지표의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상대적 중요

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 50명(공급자 13명, 수요자 17명, 전문가 10명,

교육당국 10명)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

적 의사결정방법)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응답의 일관성이

지나치게 낮은 3명을 제외한 총 47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HP

를 활용한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 결과 모든 이해당사자 집단에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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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며, 다음으로 실행단계, 계획단계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각 운영단계별 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각각 도

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와

각 지표별 중요도가 포함된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실제 D대학 비교과 프

로그램의 이해당사자별 자기보고식 평가(공급자 21명, 수요자 25명, 전문

가 14명, 교육당국 12명, 총 72명)와 심층면담(공급자 2명, 수요자 3명,

전문가 2명, 교육당국 2명, 총 9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생 대상 핵

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총 223명)를 실시하였다. D대학의 비교과 프

로그램 자기보고식 평가결과 이해당사자별로 종합 평가점수가 상이하였

는데, 이해당사자별 종합 평가점수는 AHP를 활용한 평가지표 중요도를

가중치로 반영한 점수로 계산한 것이다. 이해당사자별 종합 평가점수(5

점 만점)는 교육당국(4.06점), 전문가(3.92점), 공급자(3.57점), 수요자(3.54

점)의 순이었으며, 평가점수의 차이 검증을 위한 변량분석 결과 교육당

국과 공급자 및 수요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5.453, p<0.01).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평가점수는 실행단계(3.90점), 성

과단계(3.75), 계획단계(3.71점)의 순이었으며, 평가점수의 차이 검증을

위한 변량분석 결과 실행단계와 계획단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F=4.682, p<0.01). 각 이해당사자의 운영단계별 평가점수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급자의 평가점수는 실행단계(3.83점), 성과단

계(3.51점), 계획단계(3.38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자의 평가점수는

실행단계(3.87점), 성과단계(3.56점), 계획단계(3.13점)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 평가점수는 계획단계(4.08점), 실행단계(3.96점), 성과단계(3.86점) 순

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당국의 평가점수는 계획단계(4.23점), 성과단계

(4.07점), 실행단계(3.9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과 운영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개별 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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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실제로 D대학의 해당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적용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는 실질적이

고 구체적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며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적과 평가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모형 및 평가지

표를 다양화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후속연구도 수행할 필요

가 있다.

주요어 :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 이해당사자 관점, 운영단계

학 번 : 2016-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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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각 대학에서는 교과 이외의 교육프로그램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교과는 정규 교과과정 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유현숙 외, 2010). 비교

과는 운영의 자율성과 최신 트렌드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

을 즉각 반영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최헌철, 2019). 각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강, 스터디 그룹, 동아

리 활동, 공모전 및 대회, 상담, 체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높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양근우, 2015; 양정모,

2019; 황순희, 2019; Wood et al., 2011).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대학생

의 학업성취, 역량 향상, 자기주도 학습능력뿐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 만

족도 등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

로써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원금이나 장학금, 졸업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주로 대학 내 다양한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운영되

고 있다. 예를 들면 교수학습개발센터, 취·창업 지원센터, 상담센터, 공학

교육혁신센터, 교양교육센터 등의 부서 또는 각 학과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비교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어 비교과 프로그램의 양과 예산 및 담당 부서의 인력 규모가 해마다 늘

어나고 있다(양근우, 2015).

2010년부터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ACE)의 출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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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마련, 대학 교육과정 변화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면서부터 비교

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다(황순희, 2019). 교육부(2016)는 대학

재정지원사업(ACE) 및 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등을 통해

비교과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각 대학은 핵심역량기반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

으며 비교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협업능력 등과 같은 핵심역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비교과에 대

한 성과 분석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선

행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참여 학생 인식조사 위주의 연구(김수연, 이명

관, 2016; 신혜성, 2017; 임유진 외 2019)가 주를 이루었다. 대학에서 비

교과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노력과 예산에 비해 체계적인 운영과 성과관

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의 중복 개설, 참여 이력의 관

리 부재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양근우, 2015). 또한, 비교과 프로그

램의 질 개선과 환류를 위한 평가체계가 부족하다(박은숙, 2019). 즉, 비

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질 관리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 관련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으나, 비교과 참

여자의 다양한 배경 변인을 고려하여 검증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

다(김정민 외, 2017; 한안나, 2017; 황순희, 2018). 기존의 비교과 프로그

램의 성과 분석 연구는 학생이나 운영자의 만족도 및 참여도와 관련된

연구(박상훈, 2018; 정원희 외, 2017)가 다수였다. 그러므로 비교과 프로

그램의 종합적 평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PDCA 프로세

스를 적용한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남민우, 이해듬, 2020). PDCA

Cycle은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Plan(P), D(Do), C(Check), A(Act)의

단계별 분석을 수행하는 모형이다. 기존의 비교과 과정 성과관리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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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분석이 고려되기 보다는 프로그램 종료시점의 만족도 및 효과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과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단편적인 결과만을 제시하는 한

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분석 및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고려한 평가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를 반영하여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

하고 타당화한다.

둘째, 새롭게 개발한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제로 평가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과 프로

그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별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 4 -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1-1.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시 고려해야할 이해당사자는

누구인가?

1-2.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시 고려해야할 운영단계는

무엇인가?

둘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

표는 무엇인가?

2-1.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공급자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2-2.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수요자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2-3.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전문가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2-4.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교육당국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2-5.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을

D대학에 적용한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3-1.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3-2.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에 따른이해당사자별

평가 점수의 차이는 어떠한가?



- 5 -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프로그램 평가

가.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개념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계획된 활동으로

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처치이다

(Fitzpatrick et al., 2014). 박도순(1986)은 교육프로그램이란 교육을 수행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계획 및 프로그램을 뜻하는 것으로, 교

육체제로부터 교육 행·재정 계획, 교육정책, 교육과정 및 수업에 이르기

까지 모든 일의 계획과 내용 및 실천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혜숙

(2014)은 교육프로그램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특정한 교육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해 일정 기간 의도적으로 교수·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일련의 계획된

활동이며, 백순근 편(2019)은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ronbach(1980)는 현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와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체계적

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Weiss(1998)는 프로그램이나 정책

의 향상을 위해 명백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제시된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운영과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원석, 2013). 구광모(2003)는 프로그램 평가란 프로그램 활

동의 결과로서 무엇이 발생되는가를 학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경험에

과학적인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 과정 및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프로

그램 평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로는 좁은 의미의 프

로그램 평가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와 영향을 찾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다. 둘째는 프로그램 모니터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발생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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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는지를 찾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프로그램 집행모니터링과 프

로그램 성과모니터링으로 나뉜다. 셋째는 프로그램 리뷰로 심사분석을

의미하며 가장 쉽고 활용이 용이하다.

프로그램 평가는 다음의 네 가지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손판규,

1992). 첫째, 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나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치판단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는

의사결정 또는 전략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넷째, 평가는

지속적․종합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정책 평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정책 평가가 프로

그램 평가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기

존의 정책 평가에서 사용하는 분석을 포함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와 영향

을 측정한다는 차별성을 가진다(구광모, 2003).

교육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백순근(2000)은 교육평가란

교육과 관련 있는 특성이나 현상 등에 대해 그 수준이나 가치 등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개선·발전 방안 등을 탐색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정의

하였다. 변창진 외(2001)는 교육평가란 교육의 과정 또는 성과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교육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가치와 장점을

체계적으로 조사, 활용하는 과정과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교육

평가는 교육과 관련 있는 특성이나 현상 등에 대한 진단적 기능, 형성적

기능, 총괄적 기능, 전략적 기능, 연구·개발 기능을 가진다(백순근, 2019).

교육프로그램 평가(Educational Program Evaluation)란 교육평가의 하

위 영역 중 하나로 특정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

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성훈 외, 2010).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

육프로그램 평가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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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정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유형은 ① 수업평가, ② 교육과정평가, ③ 교사평

가, ④ 학교 및 교육기관 평가, ⑤ 교육환경평가, ⑥ 교육정책평가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김성훈 외, 2010). 교육프로그램 평가는 운영자의 책

무성을 다하게 하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개선을 추구한다(Henry &

Mark, 2003).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성취도

를 확인하여 프로그램의 확장, 보완, 축소 또는 폐지에 관한 판단이 가능

하게 된다(구광모, 2003).

구분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정의

박도순(1986)

· 현존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결과와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건들을 체계

적으로 검토하는 것

김성훈 외(2010)
· 교육과 관련되는 특정 목적 혹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활동

Fitzpatrick et al(2014)
·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성취, 효율적인 과정, 그

효과가 적절히 제공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것

백순근 편(2019)

· 교육평가의 하위 영역으로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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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관점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관점은 김성훈 외(2010)와 백순근 편(2019)의 기

준에 따라 목표 위주 접근, 경영자 위주 접근, 수요자 위주 접근, 전문가

위주 접근, 참여자 위주 접근, 운영논리 위주 접근, 균형 위주 접근의 7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평가 관점에 따른 평가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 위주 접근(Objectives-Oriented Evaluation Approach)

목표 위주 접근은 목표의 성취 정도에 평가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Tyler는 기존의 검사이론들과는 다르게 교육평가를 측정과 구분하여 분

류와 선발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교육평가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는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중요

한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첫째,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체크하여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둘째,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전

제조건을 확인하여 밝히고 셋째, 학생이 성취한 모든 중요한 면들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고 넷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관계된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곽진

숙, 2000).

Tyler(1942)의 목표중심모형(goal-attainment model)의 평가 단계는 ①

일반적 목표 설정, ② 목표 범주화, ③ 목표를 행동적 용어로 정의, ④

목표의 성취가 가시화 될 수 있는 상황 찾기, ⑤ 평가 기술 개발 혹은

선택, ⑥ 성취 자료 수집, ⑦ 목표와 성취자료 비교하기로 구성되어 있

다. 목표중심모형에서는 교육목표를 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이나

수업이 종료된 후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한다. 즉, 교육목표가 평

가의 핵심요소가 되며 교육목표의 행동적 정의와 진술이 측정 및 평가를

용이하게 해주며, 평가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김석우, 2009a). Tyl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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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육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보여주는 교육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평가의 기법으로는 관찰기록, 질문지, 지필검사,

면접, 체크리스트,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Provus(1973)는 불일치 평가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평가를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발 단계별로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불일치 평가모형은 프로그램의 성취기준 또는 목

표에 동의하고 프로그램 수행결과와 성취기준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지 파악하며 프로그램의 개선, 유지 및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김석우,

2009a).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① 교육목표 정의 및 설계, ② 실시, ③

과정, ④ 최종 산출, ⑤ 비용-효과 분석의 5단계이다.

목표중심 평가모형은 평가가 간단하며 의사결정자 의도가 명료하게 제

시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목표와 측정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목표 외

의 다른 성과에 대해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강조하여 질

적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목표 자체에 대한 가치나 평가가

일어나는 맥락에 대해 간과하게 되어 목표가 수단화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2) 경영자 위주 접근(Management-Oriented Evaluation Approach)

경영자 위주 접근은 의사결정중심 평가와 조직교육 평가로 구분된다.

의사결정중심 평가는 의사결정자에게 도움을 주며 평가자는 관리자,

운영자, 정책 결정자, 위원회, 프로그램 종사자, 좋은 평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다

(Fitzpatrick et al., 2014).

대표적인 의사결정중심 평가모형인 Stufflebeam(1971)의 CIPP모형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관리자를 위한 것이다. 평가의 기능이 교육목표 달성

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CIPP모형은 ①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② 투입평가(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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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③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④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의 평가 틀로 개발되었다. 첫째, 상황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요구를 알아보고 목표에 대해 평가한다. 상황평가 단계에서는 주로 문헌

연구, 조사, 면접, 진단, 델파이 등의 조사 방식이 사용된다. 둘째, 투입평

가는 실행을 위해 전략을 설정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명료화 하는 단계이

다. 셋째, 과정평가는 프로그램 실행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

단계이다. 과정평가 단계에서는 주로 참여 관찰, 토의, 설문조사 등의 연

구방법이 사용된다. 넷째, 산출평가는 결과와 성과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Stufflebeam(2004)은 평가의 중요한 목적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평가자는 이해관계자 집단과 의사소통을 하

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평가에서 간과되었던 프로그

램 개발과 과정 상의 의사 결정 상황에서 정보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석, 2019). CIPP모형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 <표 Ⅱ-2>는 CIPP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의 평가

준거의 예시이다.

<표 Ⅱ-2> CIPP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의 평가준거

구분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윤명회

(2006)

· 프로그램

관계자의요구

· 프로그램 목표

·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 학습내용평가

· 기업체지원

환경

· 프로그램

관계자의

만족도

송영수

(2008)

· 사회요구수준

· 대학요구수준

· 수업 설계
· 학습 활동

· 교수자 피드백

· 온라인 학습

· 학습 성과

· 학습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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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숙, 황혜선(2015) p.329 재구성

Alkin(1969)은 CIPP모형과 유사한 UCLA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①

체제 분석(System assessment), ② 프로그램 계획(Program planning), ③

프로그램 실행(Program implementation), ④ 프로그램 개선(Program

improvement), ⑤ 프로그램 인증(Program certification)의 5가지 단계로

구성하였다. CIPP모형에는 없었던 네 번째 프로그램 개선 단계에서 평

가자가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중심 평가모형은 많은 프로그램에 적용가능하며 실용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평가자가 원하는 정보에만 집중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권력이 적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

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House & Howe, 1999).

구분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김석우

(2009b)

· 요구의 진단

· 요구의 측정

· 목표설정 및

실현 가능성

· 운영 전략의

실행 가능성

· 예산, 운영

계획

· 프로그램 활동

· 프로그램 평가

· 영향 및 효과

성 평가

· 유지 능력 및

일반화가능성

이찬

(2011)

· 리더십

· 시장과 경쟁

환경 시스템

· CEO 리더십

· 학습 문화

· 인적 자원

· 교육훈련투자

· 시설 및 예산

· 교육 훈련

· 경력 개발

· 조직 개발

· 수행 관리

· 교육 만족도

· 효용성

· 지식 학습

공유

· 조직수행공유

이병욱 외

(2011)

· 정책환경진단

· 정책 문제의

파악

· 정책 목표의

설정

· 집행의 준비

· 정책의 집행 · 목표도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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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교육 평가에 주로 활용되는 평가모형은 4수준 평가모형과 SCM

평가모형이 있다. Kirkpatrick(1998)의 4수준 평가모형은 4단계로 구분되는

데, 1단계 반응(reaction), 2단계 학습(learning), 3단계 행동(behavior), 4

단계 결과(results)평가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위계적이다. 1단계 반응평

가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의미한다. 반응

평가의 요소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수자, 교육자료, 교육시

설, 교육지원서비스이다(민소정, 2006; 설현수 외 2009; Kirkpatrick &

Kirkpatrick, 2006). 2단계 학습평가는 무엇을 학습하였는지에 대한 성취도

향상을 의미한다. 주로 사전-사후 지식, 기능, 태도 수준을 비교하는 것

으로 효과성을 검증한다. 3단계 행동평가는 현업 적용도, 직무 활용도를

의미한다. 학습된 지식, 기능, 태도를 현장 직무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4

단계 결과평가는 조직 기여도 및 업무 유익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행동

평가는 개인의 행동변화에 주목하는 반면 결과평가는 전체 조직의 성과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조직의 성장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는 것이다

(민경석 외, 2015).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Kirkpatrick의 4수준 평

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표 Ⅱ-3>은 4수준 평가모형을 적용한 예

시이다.

<표 Ⅱ-3> Kirkpatrick 4수준 평가모형 적용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반응

목표 · 명확성, 적정성, 차별화

프로그램
· 설계

· 컨텐츠

교육방법

· 강의자

· 강의방법

· 평가방법

환경 ·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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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석 외(2015) p.28 재구성

Brinkerhoff(2003)의 SCM(Sucess Case Method) 모형은 교육훈련 종

료 후 탁월한 직무성과 향상을 보인 소수의 교육훈련 참가자의 경험을

분석하여 교육 효과를 측정하며, 성공 요인 및 실패 요인 분석을 통해

교육훈련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최영준, 이찬,

2011). SCM 모형은 다음의 6가지 질문에 따라 조직의 성공을 예측한다.

질문은 ① 프로그램은 어떠한 결과를 내고 있는가?, ②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나은가?, ③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작업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④ 성공의 범위는 어떠한가?,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학습

지식

· 교육내용 습득

· 이론, 원리 학습

· 전문지식, 정보 습득

기능

· 직무 전문성 향상

· 커뮤니케이션 스킬

· 조직관리 능력 향상

· 리더십 향상

태도

· 공직윤리, 공직관

· 조직인으로 자긍심 향상

· 대인관계 향상

행동

개인전이

· 실제 업무 활용

· 업무수행능력향상

· 업무적용 시도

· 동료의 긍정적 평가

· 문제해결능력 향항

조직전이

· 교육훈련에의 중요성 인식

· 교육 내용의 직무적용에 대한 관심

· 조직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 평가

결과 조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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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간과 자원에 대한 투자가 조직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⑥프로그

램이 조직에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다.

이와 같은 조직교육 평가모형은 빠르고 간편하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타당성을 가진다는 강점이 있으나 평가지표

가 간단하여 결과 해석이 단편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3) 수요자 위주 접근(Consumer-Oriented Evaluation Approach)

Scriven(1967)은 연방정부의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

트를 통해 교육의 수요자(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평가모형을 개발하였

다. 체크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필요, ② 시장, ③ 프로그램 효과

의 근거, ④ 소비자의 성과, ⑤ 경쟁자와 비교, ⑥ 장기간의 효과, ⑦ 부

작용, ⑧ 제품 사용 근거, ⑨ 연구를 통한 효율성의 근거, ⑩ 통계적 근

거, ⑪ 교육적 의미, ⑫ 비용-효과 분석, ⑬ 개선 지원의 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 Scriven은 Key Evaluation Checklist(KEC)를 개발하여 프로그

램 평가를 위한 점검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교육과 관련한 교육만족도 조사에 수요자 위주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김혜숙, 2014). 다음 <표 Ⅱ-4>는 학생 교육 만족도 지표

의 예시이다.

<표 Ⅱ-4> 학생 교육 만족도 지표

영역 지표 문항

사회

심리적

환경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이해하신다

· 선생님은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신다

교우 관계 · 학교에서는 학생들간 사이가 좋다

교사의 자질 · 선생님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교내·외 안전 · 학교는 교내·외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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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분 외(2007) p.23 재구성

영역 지표 문항

교수

학습

활동

교수 활동의

적절성

·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다양한 학습자료를 사용하

신다

·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신다

학생평가의

적절성
· 수행평가는 공정하고 믿을 수 있게 이루어진다

동기유발
· 선생님은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교과

외

활동

교과 외 교육

활동 및 인성

교육의 충실성

· 학교의 학생활동(학급회 활동, 학생회 활동)은

잘 실시되고 있다

· 학교는 부모님과 웃어른에 대한 예절 지도를 잘

하고 있다

학업 및

진로지도

· 선생님은 나의 학업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주신다

· 학교는 진학(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

운영

학생 복지 및

시설의 질

·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 관리와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학교의 시설(운동장, 건물, 교실 등)은 깨끗하게

유지, 보수되고 있다

학생 의사

결정 참여
·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징계 및

규율의 적절성

· 학교의 규칙과 규율이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적

용되고 있다

교육

결과

기본능력 및

생애 능력개발

· 학교 수업을 통해 기본학습능력이 길러진다

· 학교 수업을 통해 창의력이 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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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위주 접근(Expertise-Oriented Evaluation Approch)

전문가 위주 접근의 예시로 인증과 감식안에 의한 비평을 들 수 있다.

인증(Accreditation)은 1800년대 후반부터 학교, 대학, 병원과 같은 기

관에서 주로 시행되어져 왔다(김명랑 외, 2008). Flexner(1910)가 1900년

대 초반 미국과 캐나다의 의과대학을 점검하면서 인증 평가가 정착되었

다. 인증은 교육을 위한 기준, 인증과 검토 실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

고 교수진과 관리자들로 현장방문 팀을 구성하고 일정한 훈련을 받아 기

관의 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일반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다

(Fitzpatrick et al., 2014). Kirkwood(1982)는 인증평가의 5가지 장점을

제시하였는데 ① 교육기관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와 지침의 개발

을 통해 교육에서의 수월성 함양, ② 지속적인 자체연구와 평가를 통한

학교기관의 개선, ③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적절한 교육목표를 실질적으

로 달성하고 계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는 것을 학문공동

체, 일반 대중, 전문가들, 다른 기관에게 확신시킴, ④ 기관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데 상담과 조력을 제공함, ⑤ 교육의 효과 혹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함이다(김명랑 외, 2008; Worthen et

al., 1997). 인증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통해 개선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평가의 주관성과 공

정성의 한계를 지니며 정치화와 중립성, 투명성 논란이 있어왔다.

인증평가의 예시로 우리나라의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이 실시하

는 공학교육인증이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평가모델은 미국의 ABEK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평가모델로서 학생교육을 가장 중

시하며, 공학교육을 통해 얻어진 학생성과의 질로 공학교육의 질을 판단

하고자 하는 평가접근이다(김성훈 외, 2009).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

교육인증은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

한 졸업생이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

음을 보장한다. 둘째, 해당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인증 기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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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한다. 셋째, 공학교육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의

도입을 장려하고,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넷째, 공

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학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공학교육인증 기준은 성과중심 교육

(outcomes-based education)과 수요지향 교육(demand-driven education)

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절차 및 방법에서 품질보장

(quality assurance)과 지속적 품질 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이 있어야 하며 순환루프(close-the-loop)가 완성되어야 한다(유인

근, 2007).

오미자, 박수미(2020)의 공학교육인증의 주요 기준은 다음 <표 Ⅱ-5>

와 같다.

<표 Ⅱ-5> 공학교육인증 기준

* 오미자, 박수미(2020) p.86 재구성

기준 세부기준

프로그램

교육목표
· 프로그램 교육목표 설정 및 적절성 검토

프로그램

학습성과
·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른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

교과과정
·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의 운영

·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

학생 · 학생 평가, 학생지도

교수진 · 교수진의 교육개선 활동, 교수업적평가

교육환경
· 공간, 시설, 장비, 재정

· 행정 및 교육 지원 인력

프로그램 개선
·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교과과정 운영결과 분석

·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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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인증평가 신청 및 선정, ② 평

가단 구성, ③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④ 서면평가, ⑤ 방문평가, ⑥ 예비

논평서의 완성 및 발송, ⑦ 논평대응서의 제출, ⑧ 인증평가 조율위원회

개최, ⑨ 인증판정의 확정 및 결과 통보의 절차에 따르며 만족

(S:Satisfaction), 보완(C:Concern), 미흡(W:Weekness), 결함(D:Degiciency)

의 인증판정을 받게 된다.

한국대학평가원에서는 대학기관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을 획

득하는 것은 대학이 대학경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대학이념 및 경

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학기관 평가인증

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Ⅱ-6>과 같다.

<표 Ⅱ-6> 대학기관 평가인증의 내용

*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 평가인증 소개(요약)(2020.09.01. 검색)

기본방향 기대효과 인증유형 

· 대학교육의 질보장과

지속적 질 개선

· 대학의 교육성과 및

책무성 제고

·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유도

·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 대학의 자기점검 및

자율평가 체제 구축

· 대학교육의 질보장과

신뢰 부여

·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 및 재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

·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

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

을 위한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구축

· 인증 :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조건부 인증 :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보완

평가 실시

· 인증유예 : 2년 이내

개선 실적으로 보완

평가 실시

· 불인증 : 2년 경과 후

재신청을 받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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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ner(1985)는 교육적 감식안(educational connoisseurship)과 교육비

평(educational criticism)에 의한 평가를 제안하였다. 그는 학교교육의 생

태학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의 구조,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등이 감식안

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박승배, 2013). 그는 목적 중심의 과학적

평가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질적인 평가를 강조하

였다. 교육적 비평은 현상을 기술하는 기술적 측면, 사회적 상황에서 다

양한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려는 해석적 측면, 교육에 대해 가

치판단을 하는 평가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곽진숙, 2000).

교육적 감식안과 비평은 교육적 관찰에 대한 질적인 해석을 통해 다양

한 교육 실제에 대해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평가의 주관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김

석우, 2009a).

5) 참여자 위주 접근(Participant-Oriented Evaluation Approach)

참여자 위주 접근은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내부의 관

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성훈 외, 2010). 참여자 위주 접근에서

는 이해관계자를 평가 과정에 포함시킨다.

Stake(1972)는 참여자의 판단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반응적 평가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평가가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분석하

는데 집중하였다면 반응적 평가는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실제로 어떤 일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반응적 평가에서의 평가자는

내적 타당도 보다는 평가결과의 진실성, 신뢰성에 더 관심을 가지며, 평

가관련 집단 구성원과 평가자의 협동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통한 평가

가 이루어진다(정일환, 1991).

Guba와 Lincoln(1989)은 제 4세대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양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 대신 질적이고 자연주의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제안

하였다. 이해당사자의 주장·관심·쟁점을 확인, 소개, 정보수집, 해결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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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절차가 평가의 과정이다.

Cousins와 Earl(1992)은 실용적 참여평가로서 P-PE(Practical

Participatory Evaluation) 평가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의 주요 이해관

계자들을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ouse와 Howe(2000)는 전통적 평가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숙의민주주의 평가를 제안하였으며 다음의 세 가지의 기준을 제

시하였다. ① 모든 정당한 이해관계자 포함, ②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대

화, ③ 신중한 심의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 및

주체는 평가 자문의 역할로 확대되며 참여자간의 공통된 합의를 도출함

으로써 이행을 촉진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한다(김태희,

2017).

참여자중심 평가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결정을 통해 평가결과

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itzpatrick et

al., 2014). 한편 평가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이해당사

자의 평가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객관성 부족의 한계를 가진다.

6) 운영논리 위주 접근(Theory-Based Evaluation Approach)

운영논리 위주 접근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근거로 활용되는 논리

또는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김성훈 외, 2010). 논리 위주 접근 교육평가는 먼저 교육평가의 목표

를 규정하여 정당성 근거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논리를 파악하고 논리를

검증 및 일반화하여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논리주도평가는 방법 위

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별 프로그램에 내재하여 작용하는 프로그램 논

리에 기초한 평가 방법이다(김주후, 2004).

Chen(1990)은 프로그램 논리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

을 해야하는지,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이러한 목적과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논리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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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적 이론과 인과적 이론으로 분류하였다. 규범적 이론에는 처치 영역,

실행 환경 영역, 산출 영역 이론이 있다. 인과적 이론은 영향, 매개 메커

니즘, 일반화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는 규범적 이론과 인과적 이론을 바

탕으로 논리기반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행위모형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와 활동들에 관해 처방한 규

범적 가정을 의미하며, 변화모형은 프로그램 처치와 결과 간의 인과적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 기술적 가정을 의미한다(김혜숙, 2014). Chen(2005)

은 변화모형이 결과, 결정요인, 개입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Rogers(2000)는 프로그램 모형이 프로그램 활동, 의도한 성과, 프로그

램 활동이 의도한 성과를 유발하는 기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맥락의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모형의 타당성을

구축하고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 목

적의 형성적 평가를 지향하였다. 그는 프로그램 논리를 블랙박스 모형,

과정 산출 모형, 두 단계 중재 모형, 연쇄형 메커니즘 모형, 평행고리형

메커니즘 모형, 변별형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배호순(2002)은 프로그램 논리의 기본 요소인 프로그램 투입변인, 프로

그램 활동변인, 중간 성과, 의도한 성과의 관련성을 학교교육과정 평가체

제에 적용하여 ① 교육목표와 교육과정계획의 실천운영간의 관계, ② 교

육목표와 중간 산출물과의 관계, ③ 교육목표와 기대하는 산출결과의 관

계, ④ 교육과정계획의 실천운영과 중간 산출물의 관계, ⑤ 중간 성과와

기대하는 산출결과의 관계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논리 위주 접근은 프로그램에 내재된 논리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며 타

당도를 검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되며 평가자에게 부담을 주는 한계를 가진다.

7) 균형 위주 접근(Balance-Oriented Evaluation Approach)

균형 위주 접근은 특정 프로그램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의 관점



- 22 -

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

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다(김성훈 외, 2010).

이해당사자는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평가결과에 영향을 받

거나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Scriven, 2007).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Ⅱ-7>과

같다.

<표 Ⅱ-7> 이해당사자의 정의

누가 평가에 관심을 가지는지, 평가 대상 프로그램의 채택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프로그램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는지, 누가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이해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다

(Aspinwall et al., 1992). 이해당사자 기반 평가(Stakeholder-Based

Evaluation)는 평가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평

가 결과에 있어서 타당성, 유용성, 의사결정 과정의 통합, 분권을 향상시

킨다(Patton, 1987).

구분 이해당사자의 정의

백순근(2006)
· 프로그램의 공급자(P), 수요자(U), 전문가(P),

당국자(A)로 구성됨

Guba & Lincoln(1989)
· 평가대상 프로그램과 관련 있고,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혜택을 입는 자

Aspinwall et al(1992)
· 이해당사자 집단은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라 내

적 이해당사자와 외적 이해당사자로 구분

Scriven(2007)

·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평가결과에 의

해 영향을 받거나 직접적 관심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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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와 Shotland(1985)는 이해당사자 기반 평가를 평가문항의 체계화

를 비롯한 평가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시

키는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Patton(1987)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유형에 따

른 관점이 존재하므로 평가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

를 확인하고 입장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평가계획에서 필수적이라고 주

장하였다.

CIPP 모형을 개발한 Stufflebeam은 초기의 모형에서는 관리자 중심의

평가를 주장하였으나 최근에는 많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해당사자의 관여는 평가가 사회적 약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됨으

로써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며,

이해당사자가 프로그램 옹호자로서 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이원석, 2019).

백순근(2006)은 교육프로그램의 이해당사자로 공급자(Provider), 수요

자(User), 전문가(Professional), 당국자(Authority)를 설정한 PUPA 모형

을 개발하였다. PUPA 모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입장 차이가 있

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당사자의 관점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함으

로써 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중시한다. 특정 프

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 Ⅱ-1]과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교육당국)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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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한 PUPA 모형(백순근, 2006)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PUPA 모형을 바탕으로 대학 비교과 프로그

램의 이해당사자 관점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하는 평가모형을 개

발하고 적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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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프로그램 단계별 평가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단계를 고려

한 평가가 실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단계와 평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

다. 교수설계모형 중 ADDIE 모형은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

(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진행단계를 제

시한다. 5가지의 진행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있다. 분석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의하고 요인을 분석한다. 요구분석, 학습자분석, 환경분석,

직무 및 과제분석이 이에 해당된다. 설계단계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교수전략을 수립하고 평가도구를 설계한다. 개발단계에서는 교수자료를

개발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뒤 산출물을 제작한다. 실행단계에서

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고 유지 및 관리한다. 평가단계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계획(의도)-집행(실천)-성과(성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프로그램의 평가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혜숙, 백순근, 2007; 박도

순 외, 1985).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위

해서 프로그램의 운영단계별 평가 준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교육과정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PDCA 단계를 적용하고 있

다. Deming(1992)의 PDCA Cycle은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를 반복 실행하여 조직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이

는 단계별로 수집된 정보들의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운영을 위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남민우, 이해듬, 2020).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단계적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교육프로그

램의 운영 단계를 고려한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문헌 분석

을 실시 및 적용하고자 하였다. 정책 평가가 프로그램 평가와 유사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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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지니고,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구광모, 2003)에 따라

정책 평가모형에서의 단계별 평가 영역을 교육 프로그램 평가모형에 적

용하였다. 정책은 일반적으로 넓은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지만 정책 평가

자들 또한 프로그램 평가를 연구할 때와 같이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Fitzpatrick et al., 2014).

정책 성과평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성과 단

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평가모형이 다수 존재한다(공은배 외, 2002;, 김형

주 외, 2009; 노화준, 2004). Branson(1978)은 절차에 의한 평가로 분석단

계, 설계단계, 개발단계, 실행단계, 질 관리의 평가영역을 구성하였다. 김재

복(1998)은 교육과정 계획, 교육과정 및 운영, 교육과정 평가의 순서로 구

성하였다. 김재인 외(2000)는 평가모형의 구조를 정책의 목표 및 형성, 집

행 과정, 성과와 영향력으로 구분하였다. 공은배 외(2002)는 형성 및 결정

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 후 단계로 구분하였다. 신상

명(2004)은 형성단계(형성과정, 타당성, 합리성, 민주성), 집행단계(과정,

일관성, 신축성, 적시성), 집행후 단계(효율성, 만족도, 인간성)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고 있다. 김형주 외(2009)는 정책형성 관리(타당성, 충실성), 정책

과정 관리(효율성, 적절성), 정책성과 관리(목표달성도, 정책효과성)으로

구분하였다.

김혜숙, 백순근(2007)은 성과측정중심의 교육정책평가모형을 개발하였

는데,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단계에서 출발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단계

를 거쳐 효율성, 품질, 효과성을 평가하는 성과단계를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 Ⅱ-2]는 성과측정 중심의 교육정책 평가모형이다.

[그림 Ⅱ-2] 성과측정 중심의 교육정책 평가모형(김혜숙, 백순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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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외(2011)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종합적인 진단 모형을 정책 형

성, 집행, 성과, 평가 및 피드백 단계로 구분하여 정채단계별 진단 준거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평가 준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Ⅱ-8>과 같다.

<표 Ⅱ-8> 정책단계별 진단 준거 및 항목

* 김순남 외(2011) p.156 재구성

단계 준거 진단 항목

정책 형성

적합성
· 정책 목표의 적합성

· 정책 수단의 적합성

민주성

· 정책 의제 설정의 민주성

· 정책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도

· 결정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지지 확보 정도

정책 집행

효율성

· 집행계획 수립의 합리성

·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 투입된 자원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

적절성

· 사교육비 변동이라는 상황 변화 대응성

· 정책갈등 관리

· 정책 집행을 위한 정책추진체계의 적합성

과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정책 성과 효과성
·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진단

평가 및 피드백

충실성

· 평가 준거의 타당성

· 평가 방법의 적절성

· 평가 수행의 충실성

활용성
· 차기 사업계획의 반영성

· 개선에의 활용성



- 28 -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정책단계별 평가지표를 다음 <표 Ⅱ-9>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Ⅱ-9> 정책단계별 평가지표 관련 선행연구

구분 형성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

공은배 외

(2002)

정확성

합리성

민주성

정책목표 적합성

정책목표 충분성

실현가능성

문제와의 관련성

정책목표 구체성

정책수단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균형성

집행계획 실현성

준비성

집행과정 일관성

집행노력

대응성

부수적 산출

과정평가

효과성

능률성

정책영향 목표도달

결과평가의 객관성

수요자 만족도

신상명

(2004)

형성과정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형성의 합리성

정책결정의 민주성

집행과정

정책집행의 일관성

정책집행의 신축성

정책환류의 적시성

정책의 효율성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정책결과의 인간성

김혜숙,

백순근

(2009)

목표

운영 자원 충분성

계획 합리성

자원 투입의 적절성

의도성

합리성

질적 만족

성과 산출

지속 가치

김형주 외

(2009)

정책목표의 타당성

계획의 충실성

집행과정 효율성

집행과정 적절성

목표달성도

정책효과성

김순남 외

(2011)

적합성

민주성

효율성

적절성

효과성

충실성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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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1)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개념

교과과정은 수업, 과제, 시험, 평가 등 성적과 관련성이 있는 학습경험

을 말하며 비교과 과정은 성적과 무관한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유현숙

외, 2011). 선행연구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 <표 Ⅱ

-10>과 같다.

<표 Ⅱ-10>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념

* 한안나(2017) p.115 재구성

구분 비교과 교육의 개념

백원영, 정한나

(2012)

·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대학 생활 동안 경

험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배상훈, 한송이

(2015)

·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수업시간 외에 수행하는 교육, 사회적 활동

김수연, 이명관

(2016)

·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

지 않는 교육프로그램

유지원, 류다현

(2016)

· 정규 수업 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한안나

(2017)

· 졸업을 위한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적 활동

Shulruf

(2010)
· 학교의 지원 아래 핵심 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교육

Greenbank

(2015)

· 공식적인 대학 교육과정 외에서 수행되는 선택적이고

추가적인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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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목적을 가진 계획적인 학습을 말하며 비교과 교

육 과정 혹은 교과 외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장상필, 김지일, 2015). 또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학생의 자기계발 노력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비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다(양근

우, 2015). 비교과 프로그램은 인성 및 소양, 학업지원, 진로지도, 사회봉

사 등의 목표 범주로 나뉜다(장상필, 김지일, 2015).

즉,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비정규적

이며 성적이 부과되지 않는 선택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활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증가

하였다. 더불어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학습역량지원과 관련한 평가 항

목이 강화되고 있으며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의 개편 및 강화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의 학생지

원 항목의 평가지표 및 평가요소는 다음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 대학평가에서의 학생지원 평가항목

대학평가 구분(배점) 평가지표(배점) 평가요소

구조개혁평가

학생지원 항목(15점)

학생 학습역량

지원(5점)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학생지원 항목(13점)

학생 학습역량

지원(5점)

·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체계

구축·운영

·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실적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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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의 학생지원 항목은 100점 중 15점의 비중을 가지며, 학

생 학습역량 지원은 그 중 5점을 차지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학

생지원 항목은 100점 중 13점의 비중을 가지며, 학생 학습역량 지원은

그 중 5점을 차지한다. 정부 차원의 대학평가에서 학습역량 지원에 관한

평가는 공통적으로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여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실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율

적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핵심역량

최근 대학 평가로 인해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은 핵심역량기반 교육체제

를 갖추고 있으며 비교과 과정은 학생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대학에서는 상황에 맞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DeSeCo(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프로

젝트에서는 핵심역량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

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OECD,

2005). 핵심역량은 개인의 삶과 사회에 공헌하며,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개

인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은 생애 단계 시기의 상대성과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

한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의미한다. 대학생이 학문을 연마하고, 자

신의 삶을 관리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전문가

로서의 미래 직업세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

(김혜원 외, 2016). 대학생 핵심역량은 대학교육을 통해 향상시켜야 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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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인 공통 능력으로 사용된다(백평구, 2013). 각 대학들은 학생들의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강

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진미석 외, 2010). 대학생 핵심역량의 개념은

다음 <표 Ⅱ-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Ⅱ-12> 핵심역량의 개념

대학생 핵심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진단도구로 K-CESA를 들

수 있다.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 Assessment)는 대학

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여 진로개발을 지원하며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된 역량진단도구이다. K-CESA는 자기관리

역량,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역량,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역량, 글로벌역

량, 종합적 사고력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역량별 정의 및 세부 요소

는 다음 <표 Ⅱ-13>과 같다.

연구자 핵심역량의 개념

소경희

(2007)

· 현재와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대학교

육을 통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능력

진미석 외

(2011)

· 좁은 영역의 특정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식과 기

술, 그리고 뒷받침되는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

정영근

(2013)
· 구직이나 직무를 서술할 때 예상되는 능력이나 기량

이숙정 외

(2013)

·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자기주도성 등 대학생활에서 요

구되는 역량과 국제감각, 전문지식, 직무 및 직업 소양

등 예비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역량

이애화, 최명숙

(2014)
· 개인 성공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성이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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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K-CESA 역량별 정의 및 세부요소

* 김혜원 외(2016) p.18 재구성

능력 정의 세부요소

의사소통역량

·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지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토론과 조정

종합적사고력

· 문제상황을 명료화하여 인식하고

과제해결을 위해 추론하며 준거에

비추어 아이디어를 판단하고 가장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분석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대안적 사고력

평가적 사고력

자원, 정보,

기술의

활용역량

·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자원

등의 필요량을 예측하고 이용 가

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고 할

당하여 이를 활용하는 능력

정보이해

수집과 선택

분석 및 종합

정보제시와 표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

글로벌 역량
· 국제적 우위를 가지기 위해 필수적

인 역량

외국어 능력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다문화 이해 능력 및

수용 능력

자기관리역량

· 문제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는 활동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목표지향 계획 수립

및 실행능력

정서적 자기조절

직업의식

대인관계역량

·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황속

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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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SA는 진단비용이 부담되며 50명 이상의 학생이 서류와 함께 신청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문항이 많고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진단검사를 개발

하여 대학생의 핵심역량 진단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핵심역량 함양을 추구하고 있다.

나.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와 관

련한 연구로 장상필, 김지일(2015)은 융합적 사고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

였다. 최헌철, 김수동(2019)은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대학생 핵심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김경화, 2016; 윤희정 외, 2018; 이희원, 박소현, 2017)도 다

수 존재한다.

둘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학생의 인식 및 특성에 관

한 연구이다. 각 대학의 재학생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김수연, 이명관, 2016; 김은영, 2019; 김정민, 2018; 백원영,

신혜성, 2017; 임유진 외, 2019; 최자윤, 2018)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

교과 퐐동에 능동적이고 협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배상훈, 한송이,

2015), 고학점 집단일수록 비교과 활동 참여가 활발하다는 연구(한안나,

2017)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많은 대학들

에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나아가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고 있다(문성동, 엄기수, 201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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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는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최경민, 김민지, 2019; 황

순희, 2019; Huang & Chang, 2004; Kuh et al., 2000; Massoni, 2011)는

연구이다. 둘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팀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박숙희 외, 2015; Wood et al., 2011)는 연구이다.

셋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대학생의 행복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연구(김정민 외, 2017; 박숙희 외, 2015)이다. 넷째, 비교과 프

로그램 참여는 대학생의 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Wood et al.(2011)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직무관련

역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장상필, 김지일(2015)은 인문학적 소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최경민, 김민지 외(2019)는 자기관리역량과 종

합적사고력에 영향을 주며, 김미성 외(2019)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효과 관련 선행연구

구분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효과

염민호 외

(2012)

· 학습공동체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에 비해 학업성

취가 높았으며 학습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및 대학

소속감이 강해짐

김지혜

(2013)

· 학습공동체 참여 대학생의 학업 성취가 미참여 학생

보다 높았으며, 의사소통 수준에서도 유의미하게 나

타남

박숙희 외

(2015)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의 팀워크 역량과 대학

생활 만족도가 높음

장상필, 김지일

(2015)
· 비교과 교육으로 인해 인문학적 소양이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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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효과

김혜진

(2016)

· 학습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학업성취와 의사소통, 학습몰입이 유의미하게 높음

김정민 외

(2017)

· 비교과 활동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자아 존중감 및 행복도가 높았음

박창남, 정원희

(2017)

· 비교과 프로그램 중 자기이해, 역량, 체험 영역 중

체험 영역이 핵심역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

박상훈

(2018)

· 학교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보다 학생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김미성 외

(2019)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역량이 자기관리역량

과 종합적사고력에 영향을 줌

양정모

(2019)

· 비교과 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침

유경아

(2017)

· 튜터링 프로그램이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와 학습동

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최경민, 김민지

(2019)

· 비교과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하위요인인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를 강화함

이재은, 박혜진

(2019)

· 협력학습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이 향상됨

황순희

(2019)

·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 참여자는 활동 참여 전후

학점이 상승하였으며 비참여자 보다 중도탈락률이

낮고 학점향상률은 높음

Kuh, Hu, & Vesper

(2000)

·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 및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Huang & Chang,

(2004)

· 비교과 활동의 참여는 성적, 시험점수를 포함한 직접

적인 학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Massoni

(2011)

· 비교과 활동의 참여는 긍정적인 행동 변화, 성적 향상,

졸업,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성장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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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비교과와 교과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비교과와 교과 연계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학습역량강화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연계하고 있었다(백은아, 2019; 송미영,

2019;, 조혜경, 2017; 최정희 외, 2017). 최정희 외(2017)는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의 보완재인 Extra-Curriculum을 넘어

Co-Curriculum으로 의미의 진화를 겪고 있고, 이는 사회와 학생의 요구

에 보다 민첩하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함을 대학 사회가 인식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김현우, 강선영(2018)은 비정규 교육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심층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여, 교과와 비교과의 연계에 참

여한 학생들의 역량이 증가하고 학교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식의 전환

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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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

해 다양한 질적 및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해당사자로서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교육당국과 평

가모형 및 지표의 내용타당화를 위한 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다음 <표

Ⅲ-1>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Ⅲ-1>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역할 대상

공급자

(Provider : P1)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담당 강사

(교수, 연구원, 조교)

수요자

(User : U)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소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과정 재학생)

전문가

(Professional : P2)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적 판단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담당 교수

(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

교육당국

(Authority : A)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총괄·감독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및 총괄 담당

대학 본부 보직자

(담당 센터장, 팀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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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급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 연구원, 조교이며 강사로 명명하였

다. 이들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공급자는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 및 지도하고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활동 결과를 분석하여 성찰하고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마련하

고자 노력한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요자는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한 학부과정 재학생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요구 및

목적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비교과 프로그

램의 수요자로서 만족도 및 목표달성도에 대해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가는 프로그램의 기획을 담당한

교수이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및 평가를 하기 위해

비교과 운영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비교과 업무 경험이 있으며 평가 전

문성을 갖춘 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 들로 구성하였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당국은 프로그램의 총괄 및 관리를 담당한 대학

보직자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당국을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실질

적 지원 및 관리의 역할을 하며 대학의 운영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당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행재정

적 지원을 담당하고 계획, 실행, 성과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본부 소속의 센터장, 팀장, 과장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총 395명(공급자 39명, 수요자 292명, 전문가 28

명, 교육당국 26명, 내용타당도 검증 참여 교육전문가 10명)이다. 연구단

계는 평가모형 개발 단계와 평가모형 적용 단계로 구분되며 연구 참여자

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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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모형 개발 단계의 연구 참여자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 협의회, AHP

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총 91명(질적연구(개방

형 설문, FGI, 심층면담) 31명, 전문가 협의회 10명, AHP 활용 평가 50

명)이며 구체적인 참여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를 비교과 프로그램의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교육당국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관점에 맞추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해당사자 관점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개방형 설

문, FGI, 심층면담)는 총 31명(공급자 3명, 수요자 24명, 전문가 2명, 교

육당국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지표 및 문항의 1차안을 개발하였

다. 이해당사자 관점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 대상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이해당사자 관점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 대상

구분 대상 인원 방법

공급자(P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
3 1:1 심층면담

수요자(U)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20
온라인

개방형 설문

4 FGI

전문가(P2)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전문가
2 1:1 심층면담

교육당국(A)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및 총괄담당 대학 보직자
2 1:1 심층면담

합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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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 참여자에 대한 코드 처리 및 주요 특성은 다음 <표 Ⅲ-3>

과 같다. 공급자, 전문가, 교육당국의 특성은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업무

경력을, 수요자(학생)의 특성은 현재 학년을 의미한다.

<표 Ⅲ-3> 질적 연구 참여자에 대한 코드 처리 및 주요 특성1)

1) 학생 코드는 U_A1-4: 인문계열, U_B1-4: 사회계열, U_C1-4: 자연계열, U_D1-4: 공

학계열, U_E1-4: 예체능계열, U_F1-4: FGI 대상을 의미한다.

구분 코드 성별 특성

공급자(강사) 3명
P1_1 여 경력 4년
P1_2 여 경력 3년
P1_3 여 경력 2년

수요자(학생) 24명

U_A1 남 4학년
U_A2 남 4학년
U_A3 남 4학년
U_A4 여 3학년
U_B1 여 4학년
U_B2 여 4학년
U_B3 여 4학년
U_B4 여 4학년
U_C1 남 4학년
U_C2 남 4학년
U_C3 남 4학년
U_C4 여 4학년
U_D1 여 4학년
U_D2 여 4학년
U_D3 여 4학년
U_D4 남 4학년
U_E1 여 3학년
U_E2 여 4학년
U_E3 남 2학년
U_E4 여 2학년
U_F1 여 4학년
U_F2 여 4학년
U_F3 여 4학년
U_F4 여 4학년

전문가
(기획담당 교수) 2명

P2_1 여 경력 10년
P2_2 여 경력 6년

교육당국
(대학 보직자) 2명

A_1 여 경력 3년
A_2 남 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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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의 기간은 2020년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이다. 공급자는 비

교과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

요자는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고학년 위주의 학생을 선정하

여, 7월 초에 10일간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고, 8

월 초에 4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전

문가는 8월 초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 및 평가하는 교수 2명을 대상

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당국은 8월 말에 비교과 프로그

램 관리 및 총괄을 담당하는 대학 보직자 2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

을 실시하였다. 1:1 심층면담과 FGI의 경우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면

담지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장소는 D대학 내부 회의실에서 편안한 분

위기로 진행되었으며 소요시간은 각 회차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다.

둘째, 문헌연구 및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평가지표 1차안의 내

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가지표의 내용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협

의회는 총 10명(교육평가 전공자 6명, 비교과 업무 담당자 4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참여 대상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

구분 인원 수(명)

성별
남자 3

여자 7

연령

30대 2

40대 5

50대 2

60대 1

전문 분야
교육평가 전공 6

비교과 업무 담당 4

총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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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AHP를 활용한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를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공급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운영 담당 연구원 또는 조교 총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

요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험이 있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구성하여 총 17명을 대상으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전문

가는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담당 교수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당국은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부서 소속의 대학 직원 총 1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AHP를 활용한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의 참여자에 관

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Ⅲ-5>와 같다. AHP를 활용한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할 때, 응답의 일관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였으며

설문을 실시한 후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낮은, 즉 0.2

이상인 경우 3건(학생 2건, 직원 1건)을 제외하여 총 47명(공급자 13명,

수요자 15명, 전문가 10명, 교육당국 9명)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고

길곤, 이경전, 2001; 이창효, 2000; Satty, 1996).

<표 Ⅲ-5>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참여자

이해당사자 구분 상세구분 인원수

공급자

(13)

성별
남 6
여 7

연령
20대 9
30대 4

경력

1년 미만 8
1년 이상 2년 미만 3

2년 이상 2

소계 13

수요자

(17)

성별
남 7
여 10

학년

1학년 3
2학년 6
3학년 4
4학년 4

소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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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모형 적용 단계의 연구 참여자

평가모형의 적용 단계의 연구 참여자는 총 304명(자기보고식 평가 295

명, 심층면담 9명)이며 구체적인 참여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기보고식 평가와 심층면담의 참여자의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Ⅲ-6>과 같다. 자기보고식 평가의 참여 대상은 공급자 21명, 수요자 248

명(프로그램 평가 참여자 25명 및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 참여자 223

명), 전문가 14명, 교육당국 12명으로 총 295명이다. 심층면담 대상은 공

급자 2명, 수요자 3명, 전문가 2명, 교육당국 2명으로 총 9명이다. 참여자

중 공급자, 전문가, 교육당국의 경력은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업무 경력을 의미한다.

이해당사자 구분 상세구분 인원수

전문가

(10)

성별
남 1
여 9

연령
30대 1
40대 9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 1
2년 이상 3년 미만 3
3년 이상 4년 미만 2
4년 이상 5년 미만 2

5년 이상 2

소계 10

교육당국

(10)

성별
남 4
여 6

연령
30대 4
40대 6

경력
1년 미만 4

1년 이상 2년 미만 5
2년 이상 1

소계 10

총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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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참여자

이해당사자 구분 상세구분
연구 참여자 인원(명)

자기보고식 평가 심층 면담

공급자

(23)

성별
남 7 -

여 14 2

연령
20대 13 1
30대 8 1

경력

1년 미만 10 -

1년-2년미만 6 1

2년 이상 5 1

소계 21 2

수요자

(251)

성별
남 105 1
여 143 2

학년

1학년 92 -

2학년 68 1

3학년 49 1

4학년 39 1

소계 248 3

전문가

(16)

성별
남 4 -
여 10 2

연령
30대 5 -
40대 9 2

경력

1년-2년미만 1 -
2년-3년미만 3 -
3년-4년미만 4 1
4년-5년미만 3 1
5년 이상 3 -

소계 14 2

교육당국

(14)

성별
남 5 1
여 7 1

연령
30대 6 1
40대 6 1

경력
1년 미만 3 -
1년-2년미만 7 -
2년 이상 2 2

소계 12 2

종합 295 9

총 대상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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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별 자기보고식 평가는 개발된 평가지표 및 문항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요자의 경우 2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

가를 실시한 뒤, 더불어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함으

로써 실제로 D대학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참여 결

과 핵심역량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는 D대학에서 2020학년도 2학기에 실시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D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핵심역량 사전 진단 검사

는 9월 7일부터 2주간, 사후 진단 검사는 11월 30일부터 2주간 실시하였다.

D대학의 핵심역량 사전 진단 참여자는 422명, 사후 진단 참여자는 353명

이었으며 사전, 사후 진단을 모두 참여한 학부 재학생은 총 223명이었다.

분석 대상 223명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Ⅲ-7>과 같다.

<표 Ⅲ-7>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의 분석 대상

구분 인원수(%)

성별
남 95(42.6)

여 128(57.4)

학년

1학년 87(39.0)

2학년 63(28.3)

3학년 42(18.8)

4학년 이상 31(13.9)

전체 2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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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참여자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Ⅲ-8>과 같다.

<표 Ⅲ-8> 연구 참여자2)

2) 이 연구의 참여자는 일부 단계에서 중복참여한 대상을 포함하였음

단계 구분  연구 참여자 인원(명)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단계

참여자

이해당사자 관점 파악을 위한

질적연구 참여

공급자 3

수요자 24

전문가 2

교육당국 2

소계 31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교육전문가의 내용타당화 참여

교육평가

전공자
6

비교과 업무

담당자
4

소계 10

AHP를 활용한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 참여

공급자 13

수요자 17

전문가 10

교육당국 10

소계 50

합계 91

평가모형

적용단계

참여자

이해당사자별 프로그램

자기보고식 평가 참여

공급자 21

수요자 248

전문가 14

교육당국 12

소계 386

이해당사자별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심층면담 참여

공급자 2

수요자 3

전문가 2

교육당국 2

소계 9

합계 304

총 참여자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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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대상

이 연구의 평가 대상은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 대학 중 하나인

수도권 소재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

영 현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D대학의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는 학교의

인재상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

다.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크게 참여형태에 따라 개인 비교과, 그룹

비교과로 구분되며, 운영기간에 따라 1년, 한 학기, 1회 등으로 구분되며,

운영형태는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구분된다. D대학의 비

교과 프로그램은 설정 목적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학습역량지원, 진로·

심리상담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국제화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

다. 다음 <표 Ⅲ-9>는 2019학년도에 실시된 D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

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Ⅲ-9>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9)

운영목적 프로그램 수(%) 대표 프로그램명

학습역량지원 338(50.8)

러닝클럽

MATH 레벨업

우수 글쓰기 대회

취업지원 290(43.6)
취업 전략 특강

취업동아리

진로·심리상담지원 20(3.0)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대인관계 집단상담

창업지원 15(2.3) 창업동아리

국제화지원 2(0.3) 원어민 튜터링

합계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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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5가지 유형 중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이 338

개(5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290개(43.6%),

진로·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20개(3.0%), 창업지원 프로그램 15개(2.3%),

국제화지원 프로그램 2개(0.3%) 순으로 나타났다.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6대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다. D대학은 2016년 학생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역량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표 Ⅲ-10>과 같이 의사소통역량, 전문지식역량, 자기주도역량, 문

제해결역량, 협력헌신역량, 세계시민역량의 6대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표 Ⅲ-10> D대학의 6대핵심역량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성

격에 맞추어 주역량 및 부역량을 설정한다. 이때 주역량과 부역량은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역량들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한다. 예컨대, 스터디클럽 프로그램의 경우 주역량은 협력

구분 정의

자기주도역량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판단

하여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역량
언어 또는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타인과 정확하면서도 효

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역량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창의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능력

전문지식역량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탐

구할 수 있는 능력

세계시민역량
세계각지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협력헌신역량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열린 마음과 균형

적인 안목을 가지고 돕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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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50%)이며, 부역량은 문제해결(30%)과 의사소통(20%)역량으로 구성

된다. 2019학년도의 D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목적 및 역량설정(2019)

D대학은 현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

램의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방법 및 전략을 습득하여 학습성과를 높

이고 및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은 D대학 이해당사자들의 공통된 목표

이므로 비교과 프로그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평가모형 및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적
주역량

(%)
부역량1

(%)
부역량2

(%)

스터디클럽
특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재학생들의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학습 동기
및 학습 전략 강화

협력
헌신
(50)

문제
해결
(30)

의사
소통
(20)

튜터링클럽
우수성적 튜터가 튜티에게 정규 교
과목 학습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교과 학업 성취도 향상

문제
해결
(50)

협력
헌신
(30)

자기
주도
(20)

워크숍
성적 우수학생의 학습노하우 콘텐츠
영상을 활용한 특강

자기
주도
(50)

협력
헌신
(30)

문제
해결
(20)

우수

글쓰기

대회

학술적 에세이 글쓰기 대회를 통해
재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을 신장하고
우수 학생은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기
주도
(40)

의사
소통
(40)

문제
해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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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먼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 및 지표의 개발을 위해 문헌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대학의 비교과 프

로그램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예비 평

가지표 및 문항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해당사자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방법(온라인 개방형 설문, FGI, 1:1 심층면담)을 7월 초에서 8월 말

동안 실시하여 평가지표 및 문항의 1차안을 도출하였다. 온라인 개방형

설문과 FGI는 수요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은 공급

자, 전문가,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개방형 설문은 주

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여 참여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

하였다. 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FGI(Focus Group Interview)는 연구와

관련된 그룹 면담을 통해 참여자간 의견 논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신

경림 외, 2004). 심층면담은 현상의 맥락 및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을 파

악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연구 방법이다(전영국, 2017). McNamara(2006)는 면담에서의 질문

은 열린 질문(open-ended)의 형태를 갖춘 중립적인 특성을 가져야 한다

고 하였으며, Cresswell(2007)은 면담에서 후속 질문(follow-up question)

을 활용하여 모든 질문들이 단 한번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시 새로운 질문과 응답을 형성하면서 더욱 큰 의미와 가치를 생성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양적 연구방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를 활용한 각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의 중요도 평가를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였다. AHP는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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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이훈

병, 운건호, 2008; Satty, 1996). AHP는 측정의 목적과 수단을 계층적으

로 연결시켜주며 측정하려는 요소 및 지표들간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을

명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이동규, 이도희, 2001).

다음으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양적 연

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를 실

시하기 위해 양적 방법으로서 각 이해당사자별 자기보고식 프로그램 평

가를 10월 말에 실시하였다. 더불어 수요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핵심

역량 사전 평가를 9월 7일부터 2주간, 사후 평가를 11월 30일부터 2주간

실시하였다. 둘째,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결과의 심층적 이해

및 분석을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교육당국)을

대상으로한 심층면담을 11월 초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다

음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방법

연구 단계 구분 연구 방법 및 대상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

및 지표 개발

질적 방법
· 개방형 설문, FGI(수요자)

심층면담(공급자, 전문가, 교육당국)

양적 방법
· AHP를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교육당국)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

적용

질적 방법
· 이해당사자별 심층면담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교육당국)

양적 방법

· 이해당사자별 자기보고식 프로그램 평가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교육당국)

·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 평가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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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절차

이 연구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

를 D대학의 사례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Ⅲ-3]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평가모형과 대학의 비교과 프

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내용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비교과 프

로그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이

반영된 단계별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평가모형에서 고

려할 요인으로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해당사자와 운영단계를 선정

하였다. 이해당사자는 균형위주의 관점인 PUPA모형을 참고하여 공급자

(운영 담당 강사), 수요자(참여 학생), 전문가(기획 담당자), 교육당국(대학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성과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계획, 실행, 성과 단계로 구

분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셋째,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모형 및 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예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

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개방

형 설문, FGI,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평가지표 및 문항의 1차안을 완성하였다. 개발된 평가지표 1차

안을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평가지표를 수정하고 기준 점수 미만은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개발된 평가지표는 총 34개, 평가문항은 41개이

며, 공급자의 최종안은 평가지표 11개, 평가문항 16개로, 수요자의 최종안

은 평가지표 10개, 평가문항 12개로, 전문가의 최종안은 평가지표 7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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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항 7개로, 교육당국의 최종안은 평가지표 6개, 평가문항 6개로 구성하

였다. 각 이해당사자별 운영단계 및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한 중요도(가중치) 분석을 실시

하였다. 총 50명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집단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해

중요도를 9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 응답 일관성 비율이

0.2 이상인 3건을 제외한 47건(공급자 13명, 수요자 15명, 전문가 10명, 교

육당국 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AHP를 활용한 중요도 평가 결과 이

해당사자별 운영단계의 중요도 및 각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평

가모형 개발 단계에서의 이해당사자 및 운영단계 선정, 평가지표 및 문항

개발, 평가지표별 중요도 분석과 관련한 내용은 Ⅳ장에서 제시하였다.

넷째, 개발된 평가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이해

당사자별 자기보고식 평가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해당사자별 자기

보고식 평가는 개발된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총 72명(공급자 21명, 수요자 25명, 전문

가 14명, 교육당국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요자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

램의 참여 학생의 핵심역량 향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총 223명이다. 이해당사자별

자기보고식 평가 점수에 AHP를 활용한 중요도 분석 결과의 가중치를 반

영하여 이해당사자의 운영단계별 평가지표의 최종 점수를 제시하였다. 더

불어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를 내용타당화 및 보완하기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총 9명(공급자 2명, 수요자 3명, 전문가 2명, 교육당국 2명)

이 참여하였다. 심층면담의 결과는 이해당사자별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의

질적인 부분을 보다 구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D대

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결과 점수를 이해당사자 및 운영단계별로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평가모형 적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개발된 평가모형의 적용 단계에서 D대학의 비교

과 프로그램 평가 및 분석 관련 내용은 Ⅴ장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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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절차

단계 내용 연구방법

선행
연구
분석

교육프로그램 평가 모형 및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분석
문헌연구



평가
모형
개발

이해당사자

및 운영단계

선정

이해당사자

선정

‣공급자(P1) : 운영 담당 강사

(교수, 연구원, 조교)

‣수요자(U) : 참여 학생

(학부과정 재학생)

‣전문가(P2) : 기획 담당 교수

(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

‣교육당국(A) : 대학 보직자

(센터장, 팀장, 과장)

문헌연구

운영단계

선정
‣계획(P), 실행(I), 성과(O)

평가지표

및 문항

개발,

각 지표별

중요도

제시

평가지표

1차안 개발

‣D대학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성과보고서 분석

‣운영단계별 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

문헌연구

‣이해당사자별 개방형 설문, FGI, 심층

면담 결과 분석
질적연구

내용타당화,

평가지표 및

문항 최종안

개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

‣평가지표 및 문항 수정 및 최종 확정
양적연구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

‣AHP를 활용한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

당사자별 평가지표 중요도 확정



평가
모형
적용

D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적용 및 결과 분석

‣이해당사자별 자기보고식 평가 및

심층면담

양적연구

질적연구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

점수 차이 검증
결과분석


결과
정리

연구결과 정리 및 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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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

1.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 개발 방향

가. 이해당사자 관점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 고려할 첫 번째 요소는 이해당사

자의 관점(stakeholder’s perspective)이다. 이해당사자는 프로그램과 밀접

한 관계를 맺고 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고 관심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

미한다(구경희, 윤명희, 2018, Scriven, 2007). 선행연구 분석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공급자나 교육당국의 입장에서 수요자인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로 성찰

및 개선이 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 평가시 이해당사

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가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평가모형 개

발을 위해 이해당사자 관점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

구를 분석하였다.

최근 교육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관점 반영 및 참여를 확

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백순근(2006)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이

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배호

순(2008)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다수의 이해당사자와 사회의 요구를 파악

하고, 프로그램 상황과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할 때 신

뢰롭고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해당사

자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더 많은 평가 활용이 이루어졌다는 연구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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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고되었다(Cullen, 2009; Greene, 1987; Patton, 1986).

이 연구에서는 백순근(2006)의 PUPA 모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평가모

형을 개발 및 적용하여 D대학의 학습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

해 결정 및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다수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시 수요자 및 공

급자 측면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

하거나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해당사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해당

사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였다. 이해당사자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

영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  역할 대상

공급자

(Provider : P1)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담당 강사

(교수, 연구원, 조교)

수요자

(User : U)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소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부과정 재학생)

전문가

(Professional : P2)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적 판단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담당 교수

(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

교육당국

(Authority : A)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감독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및 총괄 담당

대학 본부보직자

(담당 센터장, 팀장, 과장)



- 58 -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공급자(Provider: P1)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

램 운영 실무 담당자로 비교과 운영부서 소속의 교수, 연구원, 조교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학생의 학습 지도 및 안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강사로 명명

하였다. 수요자(User: U)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문가(Professional: P2)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는 운영 부서 소속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

당국(Authority: A)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관리 및 총괄하는 대학

본부 관계자로서 대학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해당사자 중 공급자,

수요자는 비교과 프로그램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상이며, 전문

가와 교육당국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상으로 구

분할 수 있다.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해당사자들을 다음 [그림 Ⅳ-1]과 같이 구

체화하였다.

[그림 Ⅳ-1]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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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운영단계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할 요소는

프로그램의 운영단계이다. 기존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는 주로 결

과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프로그램의 과정보다는 결

과나 성과 위주의 평가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운영 기획이나 과정 평

가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학에서 실시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프로

그램의 단계를 고려한 평가가 실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대학 교육과정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PDCA(Plan-Do-Check-Act) 단계를 적용하는 사례

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평가

함에 있어 계획-집행-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 평가 프로세

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를

성과단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분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운영단계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따라 운영 단계

에 따른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에

도 결과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를

계획, 실행, 성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실시한다면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통한 질적 개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D대학의 비교

과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다음 [그림 Ⅳ-2]와 같이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

에 따라 계획(Plan: P), 실행(Implementation: I), 성과(Outcome: O)의 3

단계로 구성하였다. 즉,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운영단계에 따라 계획

평가, 실행평가,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평가는 서로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각 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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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단계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 실행, 성과 각 단

계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의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단계별 평가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계획단계의 평가지표는 목표의 타당성 및 적합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합리성, 형성 과정의 민주성 등으로 구성될 수 있

다. 집행단계의 평가지표는 집행의 실현성 및 일관성, 효율성, 자원 투입

의 적절성, 집행 노력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성과단계의 평가지표는 목

표 달성, 효과성, 만족도, 활용성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계를 고려한 평가지표의 마련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체

계적인 성과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비교과 프

로그램 평가시 운영단계를 고려한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

용하고자 하였다.

다.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평가요소를 구체

화하여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모형을 개

발하였다. 개발된 평가모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는 이해당사자 관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이다. 첫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공급자(Provider), 수요자(User), 전문가

(Professional), 교육당국(Authority)의 4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공급자(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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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실무 담당 강사, 수요자(U)는 참여

학생, 전문가(P2)는 기획 담당 교수, 교육당국(A)은 관리 및 총괄담당 대

학 보직자로 구성하였다. 둘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분석을 위

해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계획(Plan), 실행

(Implementation), 성과(Outcome)의 3단계로 설정하였다.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을 구체화하면 다음 [그림 Ⅳ-3]과 같다.

[그림 Ⅳ-3]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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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단계(계획: Plan, 실행: Implementation, 성과: Output)에 따른 이해당사

자(공급자: Provider, 수요자: User, 전문가: Professional, 교육당국:

Authority)별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

별 평가모형에서는 각 이해당사자 집단별로 계획, 실행, 성과 단계의 평

가지표가 개발되며, 모든 이해당사자 집단의 단계별 평가 결과가 다음

계획단계에 반영되는 순환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을 통해 대

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평가모형 매

트릭스를 구체화하면 다음 [그림 Ⅳ-4]와 같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각 이해당사자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계획-실행-성과 단계의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으며 평가 매트릭스는 이해당사자 4그룹과 운영단계 3개의 조

합으로 총 12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이해당사자의 영문 앞글자

와 프로그램 단계의 앞글자를 기입하여 명명하였다. 공급자는 P1, 수요자

는 U, 전문가는 P2, 교육당국은 A로 기입하며, 계획평가단계는 P, 실행평

가단계는 I, 성과평가단계는 O로 기입한다. 예컨대, 공급자 평가모형의 계

획평가단계는 P1-P, 실행평가단계는 P1-I, 성과평가단계는 P1-O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Ⅳ-4]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매트릭스



- 63 -

2.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 개발

가.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 개발 절차

이 연구에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의

개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그림 Ⅳ-5]와 같다.

[그림 Ⅳ-5] 평가지표 및 문항 개발 절차

단계 내용 연구방법

예비 평가지표

구축

‣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안,

결과보고서, 연구보고서 분석

‣ 이해당사자의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 관련

선행연구 분석

문헌연구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 개발

‣ 이해당사자별 질적연구(온라인 개방형

설문, FGI, 심층 면담)을 통한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 개발

질적연구



내용타당화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내용타당도 분석
전문가

협의회



최종 평가지표

및 문항 개발

‣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수정 및 삭제를 통한

최종 평가지표 및 문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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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문헌 연구를 우선 실시하였다. 비교과 프

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안 및 결과보고서,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평가지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예비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셋째,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총 31명을 대상으로(공급자 3명, 수요자 24명, 전문가 2명, 교육당국 2명)

이해당사자별 온라인 개방형 설문, FGI,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질적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이해당사자의 운영단계에 맞는 평

가지표 1차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10명(교육평가 전공자 6명, 비교과 업무 담당자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평가지표 1차안의 내용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수정

및 삭제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질적연구

및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Ⅲ장에 자세히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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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 개발

1) 문헌분석 결과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을 개발하기 위

해 우선 문헌분석을 통해 예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예비 평가지표는

프로그램 성과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공은배 외, 2002; 김혜숙, 백순근,

2009;, 김순남 외, 2011; 김형주 외, 2009; 신상명, 2004)의 평가지표를 수

정 및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① 공급자(P1)의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

공급자는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무 담당자로서 교수, 연구

원, 조교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강사로 명명하였다. 공급자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므로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문항을 설정하였다.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공급자의 평가모형은 <표 Ⅳ-2>와 같다.

<표 Ⅳ-2>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공급자의 평가모형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인 공급자의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은 다음 <표 Ⅳ-3>과 같다. 공급자의 운영단계에 따른

예비 평가지표는 13개, 평가문항은 15개이다.

이해당사자 계획단계 실행단계 성과단계

공급자 P1-P P1-I P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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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공급자의 운영단계에 따른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공

급

자

(P1)

계획

(P1-P)

절차적

타당성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가?

내용의

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가?

실현

가능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계획은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
였는가?

인적자원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은 충분
하였는가?

물적자원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물적자원은 충분
하였는가?

실행

(P1-I)

과정

적절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및 학습전략이 적절
하였는가?

계획

실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가?

운영

충실도
· 운영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충실히 참여하였는가?

상호작용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원
활하였는가?

성과

(P1-O)

업무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가?

환경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시설에 대해 만족하
는가?

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만족도 점수를
달성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수료율을 달성하
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역량이 향상되었는가?

효율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자원투자 대비 효율
적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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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P1-P)에서는 절차적 타당성, 체계

성, 실현가능성, 자원충분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절차적 타당성 평가지표로 기존의 프로그램 결과로부터의 환류

와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지를 설정하였

다. 이 연구에서의 절차적 타당성은 프로그램 계획설정 과정에서 구성원

의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계획단

계에서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일 것이다. 절차적 타당성 평가지표의 평가문항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가?’이다.

둘째, 내용체계성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구성하고 조직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의 체계성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가?’이다.

셋째, 실현가능성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계획단계에서 반드시 살펴보아

야 할 지표로 계획이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내용을 계획대로 실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현가능성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계획은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였는가?’이다.

넷째, 운영자에게 있어 인적·물적 자원과 같은 환경 요인이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 내용에 인적 자원충분성과 물적 자원충분성

을 포함하였다. 자원의 충분성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

적인 외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적 자원은 운영 및 행정적인 자원

을 의미하며 물적 자원은 예산이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등을 의

미한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 위한 인적자원은 충분하였는가?’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

한 물적자원은 충분하였는가?’의 2가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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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실행단계(P1-I단계)에서는 과정적절성, 계획실현성, 운영충실

도, 상호작용 충분성을 평가한다. 실행단계에서 운영 체계 및 내용이 적

절한 과정에 따라 계획대로 실현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 실행단계에서의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과정적절성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시 운영 방식이나 학습전

략이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격

을 갖춘 운영자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정

적절성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및 학습 전략이 적

절하였는가?’이다.

둘째, 계획실현성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평가

하는 것으로 계획과 운영의 일치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계획

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긍정적인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계획실현성 지표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가?’이다.

셋째, 운영충실도는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준비하거나 실행

할 때 충실히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학생

들의 수준에 맞추어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노력한다. 운영충실도 지표의 평가문항은 ‘운영자는 비교과 프로그

램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충실히 참여하였는가?’이다.

넷째, 원활한 상호작용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지표이다. 비교과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교수는 수요자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하게되며, 활발한 상호

작용은 수요자의 프로그램 활동 및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호작용 충분성 지표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과의 상

호작용이 원활하였는가?’이다.

공급자의 성과단계(P1-O)에서는 업무만족도, 목표달성도, 효율성을 평

가한다.

첫째, 만족도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의 만족도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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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프로그램 평가시 주로 수요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공급자를 대상으로한 운영 측면의 만족

도를 평가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업무 만족도 지표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대

해 만족하는가?’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시설에 만족하는가?’이

다.

둘째, 목표달성도는 운영자의 목표인 참여 학생 수료율, 학생 만족도, 학

생의 역량 향상과 같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다. 목표달성도 지표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 만

족도 점수를 달성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 수료율

을 달성하였는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역량이 향상되었는가?’,

의 3가지로 구성되었다.

셋째, 효율성은 프로그램 운영 결과 투입대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효율성은 프로그램 공급자 관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된다. 업무만족도, 목표 달성도, 효율성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성과 측면에서 부족한 부

분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다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효율성 지표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자원투자 대비

효율적이었는가?’이다.

② 수요자(U)의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

수요자는 프로그램 수혜자로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의미

하며, 이들은 프로그램의 품질과 개인적 만족도에 관심이 있다.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수요자의 평가모형은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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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수요자의 평가모형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인 수요자의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은 다음 <표 Ⅳ-5>와 같다. 수요자의 운영단계에 따른

예비 평가지표는 11개, 평가문항은 12개이다.

<표 Ⅳ-5> 수요자의 운영단계에 따른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

이해당사자 계획단계 실행단계 성과단계

수요자 U-P U-I U-O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수

요

자

(U)

계획

(U-P)

자발성 · 비교과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계획성
·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는가?

실행

(U-I)

참여도 ·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상호작용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와 활발하게 소통하였
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간 활발하게 소통
하였는가?

충실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과제 및 활동을 충실히 수
행하였는가?

성과

(U-O)

내용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내용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
는가?

보상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보상(예: 마일리지, 지원금,
장학금 등)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지원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환경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장소 및 시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얻고자 한 목적(학습
전략, 학습동기 향상 등)을 달성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역량이 향상되었
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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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의 계획단계(U-P)에서는 자발성, 계획성 지표 및 문항을 개발하

였다.

첫째, 자발성은 참여 동기와 관련 있는 지표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학생

스스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인 동기나 목표를 가

지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내적동기가 되며 프로그램

의 효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자발성의 평가문항은 ‘비

교과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이다.

둘째, 계획성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구체적인 계획에 의한 것

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목표와 계획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참여는 학

습 동기나 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학생들은 추후에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획적으

로 수강하게 된다. 계획성의 평가문항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비교과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이다.

수요자의 실행단계(U-I)에서는 참여도, 상호작용 충분성, 충실도 지표

및 문항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운영자 또는 동료 간 상호작용을 통한 활동은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첫째, 참여도 평가지표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에 대한 것이다.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는 교육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시

킨다.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이다.

둘째, 상호작용 충분성 평가지표는 운영자와의 소통과 참여 학생 간의

소통을 의미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구성원과 소통하는 것

은 참여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은 성취동

기를 자극하고 목적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상호작용 충분

성 지표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와 활발하게 소통하였는

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간 활발하게 소통하였는가?’의 2가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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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충실도 지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과제 및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

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참여자로서의 책무성을 강조한 평가지표이

다. 충실도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과제 및 활동을 충실히 수행

하였는가?’이다.

수요자의 성과단계(U-O)에서는 개인 차원의 만족도, 목표달성도를 평

가한다. 수요자의 만족도는 프로그램 내용, 보상, 지원 등의 다차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의 목적달성도

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참여를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등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한다. 평가지표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의 만족도 지표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었다. 비교과 프로그

램의 내용에 관한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 후의 보상에 관한 만족도, 프로그

램 운영 및 환경 지원에 관한 만족도이다. 내용만족도의 평가문항은 ‘비교

과 프로그램 내용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이며, 보상만족도의 평

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보상(예: 마일리지, 지원금, 장학금 등)이 전

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이며, 지원만족도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

그램 운영자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이며, 환경만족도의 평

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시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

가?’이다.

둘째, 목표달성도 지표는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목적 달성에 관

하여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학습전략이나 학습동기 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와 학생의 역량이 함양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목표달

성도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얻고자 한 목적(학습전략, 학

습동기 향상 등)을 달성하였는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역량

이 향상되었는가?’의 2가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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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가(P2)의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

전문가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평가하는 담당 교수로서 합리성과 전문

성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모형은 <표 Ⅳ-6>과 같다.

<표 Ⅳ-6>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모형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담당 교수인 전문가의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은 다음 <표 Ⅳ-7>과 같다. 전문가의 운영단계에

따른 예비 평가지표는 7개, 평가문항은 7개이다.

<표 Ⅳ-7> 전문가의 운영단계에 따른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

이해당사자 계획단계 실행단계 성과단계

전문가 P2-P P2-I P2-O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전

문

가

(P2)

계획

(P2-P)

합리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

었는가?
목표

타당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타당하게 수립되었

는가?

실행

(P2-I)

전문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전문성을 갖추었

는가?
운영환경

적절성

· 비교과 운영에 필요한 환경(행정적, 물질적 환경)

이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

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있는가?

성과

(P2-O)

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참여자 만족도, 수료율,

역량향상 등)가 달성되었는가?

개선계획

수립

적절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

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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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계획단계(P2-P)에서는 합리성, 목표타당성 평가지표 및 문항

을 개발하였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우선되어야 성공

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합리성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

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합리성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

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이다.

둘째, 목표타당성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

게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목표 타당성의 평가문항

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이다.

전문가의 실행단계(P2-I)에서는 전문성, 운영환경 적절성, 평가체계성

평가지표 및 문항을 개발하였다.

첫째, 운영자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운영자의

전문성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른 운영과 학생 지도 및 상호작용을 효율

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성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

로그램의 운영자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이다. 전문적인 운영자의 프로그

램 실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성공 및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운영환경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에 도움을 주는 외부적인 요소로서 운영환경을 평가하는 것이다. 운영환

경 적절성 지표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운영에 필요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이다.

셋째, 평가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관련한 평가체계성을 평가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부서나 운영 담당자가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가

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선 및 환류의 핵심적인 요소

가 된다. 평가체제성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체계가 마련되

어 있는가?’이다.

전문가의 성과단계(P2-O)에서는 목표달성도, 개선계획수립 적절성 평

가지표 및 문항을 개발하였다. 성과단계에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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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한 개선계획수립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함으로

써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지속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만족도, 수료율, 역량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전문가는 이를 운영 부서의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표달성도 지

표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참여자 만족도, 수료율, 역량

향상 등)가 달성되었는가?’이다.

둘째, 개선계획수립의 적절성은 프로그램의 환류 및 개선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평가지표이다. 개선계획수립 적절성 지표의 평가문항은 ‘비교

과 프로그램의 개선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는가?’이다.

④ 교육당국(A)의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

교육당국은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및 총괄을 담당하는 대학 보직자로

서 프로그램을 통한 집단의 목표 부합도 및 달성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교육당국의 평가모형은 <표 Ⅳ-8>과 같다.

<표 Ⅳ-8>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교육당국의 평가모형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및 총괄을 담당하는 교

육당국의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은 다음 <표 Ⅳ-9>와 같다. 교육당국의

운영단계에 따른 예비 평가지표는 7개, 평가문항은 7개이다.

이해당사자 계획단계 실행단계 성과단계

교육당국 A-P A-I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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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교육당국의 운영단계에 따른 예비 평가지표 및 문항

교육당국의 계획단계(A-P)에서는 목표 부합도, 운영 여건, 계획의 체

계성 지표 및 문항을 개발하였다.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가 교육당국의 이념에 맞추어 설정되었는지와 실행 계획이 체계적인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목표 부합도를 평가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실행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대학의 인

재상과 핵심역량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교육목표 설정의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다. 교육목표 부합도 지표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부합하는가?’이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잘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 상황

을 파악하고 운영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운영 여건 지표의 평가문항

은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었는가?’이다.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교

육

당

국

(A)

계획

(A-P)

교육목표

부합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교육목

표에 부합하는가?

운영여건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여

건을 잘 갖추었는가?

계획

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은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실행

(A-I)

계획

실현성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학교의

지원

충분성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예산

및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가?

성과

(A-O)

만족도
·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전반적으

로 만족하는가?

교육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결과 학교의 교육목표

를 달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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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육당국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계획이 체계적인지 확인하고 검토

하는 역할을 한다. 계획의 체계성 지표의 문항은 ‘비교과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이다.

교육당국은 실행단계(A-I)에서 계획실현성 및 예산 및 자원의 충분성

을 평가함으로서 관리·감독의 역할을 한다.

첫째, 계획실현성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교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계획실현성의 평가문항은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가?’이다.

둘째, 학교의 지원충분성에 대한 평가이다. 학교가 비교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는지를 교육당국의 입

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학교의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은 운영자와 학생의

입장에서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 학교의 지원충분성 평가

문항은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예산 및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가?’이다.

교육당국의 성과단계(A-O)에서는 대학차원의 만족도, 목표달성도를 평

가한다.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지표로 설정하고, 대

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첫째, 교육당국의 만족도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이다. 만족도 지표의 평가문항은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

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이다.

둘째, 교육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이다. 계획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

과단계에서도 대학본부 직원은 학교 집단의 차원에서의 교육목표를 달성

하는 것을 평가하게 된다. 교육목표 달성도 지표의 평가문항은 ‘비교과 프

로그램의 운영 결과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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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한 예비평가지표 및 문항을 도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별 개방형 설문, FGI,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연구

를 실시하였다. 먼저,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예비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해

당 평가지표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평가지표 중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과 추가해야할 지표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

였다. 다음으로, 예비 평가지표에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한 수정을 통

해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1차안을 개발하였다. 이해당

사자별 질적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공급자(P1)의 관점

이 연구에서는 공급자의 관점을 파악한 평가지표 및 문항의 개발을 위

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무 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공급자의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환류 및 학생 요구 반영

심층면담시 공급자가 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거

프로그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과 다양

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난 프로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했는가는 대학평가

에서도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점차적으로 참여

자도 늘고, 만족도도 늘고..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요

(P1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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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학생들의 니즈, 요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뭐가 필요할까 어떤 점에 프로그램으로서 제공을 받고 싶어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

려고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P1_1)

보다 나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일단 학생들의 니즈를 잘 파

악 해야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각 학교 학생들의 학습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야될 것 같아요(P1_2)

비교과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참여 학생들도 프로그램의 수요자로서

학생의 요구 반영이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

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U_A4)

프로그램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참여하는 시간이 5분이어도   

        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즈를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 자  

        체를 학생들이 원하는걸 해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아  

        요(U_F4)

운영자원의 필요성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심층면담시 프로그램 실행단계의 자원의 충분

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존재하였다. 공급자는 프로그램 충분한 운영 예산은 학생 참여와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여기나 대학의 본부

및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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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책정이 너무 어려운 문제죠. 사실 프로그램의 질이 학생들의 참여

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게 되긴 하지만 부수적인게 없을 수는 없

거든요. 근데 학교입장에서 예를 들어, 장학금은 잘 이야기를 해서 일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다과비라던가 기념품비라던가 이런 소모성 비

용들은 좀 책정하는데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구요(P1_1) 

이번 학기엔 예산도 늦게 배정이 되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감액

        이 됐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되게 중요한 감초 역할을 하더라구요(P1_3) 

업무의 충실도 및 학생과의 상호작용

운영담당자는 비교과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 운영업무에 대해 충실히

수행하고 학생과의 상호작용도 성실히 하고자 하였다. 운영자는 프로그

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제가 주제를 잡으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서칭을 해요. 그

래서 그 서칭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맞게끔 다시 

정리를 해서 주는거죠.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 토익을 방학 동안 

많이 공부 하자나요. 그러면 기존의 학습법 특강하고 연결을 해서 참고

해보라고 동영상을 소개해주는거에요.(P1_2)

학생들이랑 많이 친해져야돼요. 학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만  

        큼.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단절이 되면 프로그램이 발전 

될 수가 없더라구요.(P1_1)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와 같이 있는 연구원 선생님들이 주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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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고 있어요. 참여 학생들의 요구를 잘들어주고, 학생들이 요청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구요.(P1_2)

공급자 대상 질적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예비 평가지표에 없었던 2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계획단계의 절차적 타당성 지표에 ‘과거 프로그램 실

행 평가 결과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는가?’, 실행단계의 상호작용 충분성

지표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였

는가?’ 문항을 추가하였다. 공급자의 운영단계별 평가지표 1차안은 다음

<표 Ⅳ-10>과 같으며 평가지표는 총 13개, 평가문항은 총 17개로 구성되었다.

<표 Ⅳ-10> 공급자의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비고

공

급

자

(P1)

계획

(P1-P)

절차적

타당성

· 과거 프로그램 실행 평가 결과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는가?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
였는가?

문항
추가

내용의

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
화되어 있는가?

실현

가능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계획은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였는가?

인적자원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
은 충분하였는가?

물적자원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물적자원
은 충분하였는가?

실행

(P1-I)

과정

적절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및 학습전략
이 적절하였는가?

계획

실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대로 실행되었
는가?

운영

충실도
· 운영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
할 때 충실히 참여하였는가?

상호작용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과의 상호작용
이 원활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는가?

문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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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요자(U)의 관점

수요자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과 참여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개방

형 설문과 4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개방형 설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학생대상 개방형 설문 결과

문항 학생 응답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요?

· 학업 역량이나 학교 생활, 졸업 후 진로 계획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U_A2)

·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평소에 흥미

를 가지고 있거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분야를

접할 수 있다.(U_B2)

· 학습부진에 대해서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진로 설계, 전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양, 대인

관계능력 등이다.(U_B4)

·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협

업할 수 있어 활동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고

학교 측의 지원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큰 부담을

덜 수 있다.(U_D2)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비고

성과

(P1-O)

업무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대해 만족하
는가?

환경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시설에 대해
만족하는가?

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만족도
점수를 달성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수료율을
달성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역량이 향상되
었는가?

효율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결과가 자원투자 대비
효율적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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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학생 응답

· 비교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

요?

· 2학년 때 학과 선배가 진행한 교과목 튜터링이

관심이 있어서 물어봐서 알게되었다. (U_A3)

· 2학년 당시 친구가 자문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어 알게되었다.(U_C1)

· 포털에 올라온 공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U_D2)

·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

여한이유는 무엇인가

요?

· 학교 생활이나 진로 후 계획등 전반적으로 도움

이 될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다.(U_A2)

· 제게 경험이나 배경 지식 확장, 배움의 욕구 충

족 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참여하였다.(U_B1)

·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채우기 위

해서 참여하였다.(U_E1)

·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

램의 장점은 무엇인가

요?

· 교과 튜터링은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는 것은 물론 함께 공부할 수 있어 효율성

이 높다. 더불어 충실한 팀에게는 소정의 장학금

을 주기에 동기부여도 한몫한다.(U_A4)

· 외국어 튜터링은 외국인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어 장점이 있다.(U_B3)

· 자기 주도적으로 원하는 주제나 활동을 골라 프

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코칭을 해

주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진행 할 수 있다.(U_C1)

·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독서클럽은 학생과

교수님이 강의실이 아닌, 도서관 혹은 카페에서

독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교류할 기회가 생기고

가까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U_E3)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나 영향을 준 점이 있

었나요?

· 튜터링 이후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게 되어

발표과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U_A2)

· 학습을어떻게하는게 효율적인지 도움을받았다.(U_A3)

· 학습에 있어 함께 하는 동료의 중요성을 깨달았

고 견문이 넓어졌다. 학습 동기부여에도 좋은 영

향을 주었다.(U_C2)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족한 역량을 쌓을 수

있었고, 폭넓은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든다.(U_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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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교과 프

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개인적인 목적 및 계획을 가지고 참여

하며,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의 장점으로는

자기주도적인 활동, 동료나 교수님과의 소통, 지원금과 같은 혜택 등이었

문항 학생 응답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데 있어 ‘지양’

해야 하는 점이 있다

면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요?

· 보상을 바라게 되는 심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팀원들에게 남는 것과

성장 과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U_C2)

· 일회성의 강의는 순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U_D3)

·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운영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U_E4)

· ‘좋은’ 비교과 프로그

램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나요?

·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있도록 갖추는 것

이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U_A4)

·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금 사회에서 원하

는 부분을 파악해 현실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U_B2)

·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 보

다 전문적이고 뛰어난 전문가의 견해 및 조언이

학생들의 가치관 또는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서포트 라고 생각한다.(U_C3)

· 성실한 학생들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이를

보완해 줄 실력 있는 교수자(지도자)이다.(U_D1)

·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공간적이나 시간적

으로 어려움이 없게끔 도와주는 것, 학생들이 소

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U_D2)

· 분야별, 학년별로의 다양성, 쉽게 참여할 수 있

는 접근성이다.(U_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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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결과 자신감, 발표력, 학습역량 등의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의 지도, 활발한

소통, 다양성, 접근성 등이었다. 반면 비교과 프로그램이 지양해야 할 점

은 외적 보상이 우선시 되는 점, 일회성 운영 등이다.

학생대상 질적 연구(개방형 설문 및 FGI)를 통해 수요자의 운영단계별

평가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수요자는 계획단계에서 개인의 동기 및 목적에 의해 비교과 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개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제가 2학년 때 학과 선배님이 교과목 튜터링을 통해 저에게 도움을 주

셨고, 그때 저도 후배들을 위해 꼭 참여해 도움을 주자고 다짐했습니다. 

      2학년 교과목 중 가장 까다로웠던 과목을 튜터링해서 후배들의 학업을  

        돕고, 존경도 얻는 선배가 되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U_B1)

2018년에 참여했던 자문단 활동을 통해, 그동안 참여했던 프로그램 이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으며, 관심 있던 분야의 프  

        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이후에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족했던 학습역  

        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참여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U_C2)  

교수님께서 학생회 인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동시에 독서를  

        매우 좋아하셔서 교수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전공  

        수업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닌, 서로 독서를 하며 조금 더 가까워지고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 학생회들이 이 계기로 교양을 쌓으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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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고 생각해서 참여했습니다(U_D3)

취업 진로로 고민하던 중에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참여했습니다. 자  

        격증을 취득하는데 여러 명이 같이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서 참여했습니다(U_E1)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

학생들은 실행단계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그룹 활동을 통해 협력함으

로써 구성원과 소통한다. 질적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이 운영담당

자와 동료학생들과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하였으며, 프로그램 활동

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 클럽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 학기 동안 매주 

정해진 시간에 얼굴도 보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각자 목표하던 것도 이루고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U_F2)

프로그램 진행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을 배려해주시고,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을 대하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편이에요.(U_A2)

저와 다른 전공을 가진 학우분들을 많이 만나 서로 교내외의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U_C1)

프로그램을 통한 목표 달성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성과단계에서 자신이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튜터링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튜티 5명 모두 A, A+ 학점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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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튜터인 저에게도 영향이 있었는데, ‘캐드’라는 과목의 튜

터링 후 자신감이 생겨 캐드 자격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U_A1)

교과공부에 도움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스터디그룹 같은 경우는  프

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의 태도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U_F1) 

비교과프로그램 활동으로 학생 자문단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단장을 

했었거든요. 그 활동 1년 동안 함으로써 추진력이라고 할까 리더쉽, 소

통능력 같은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았구요. 어떻게 보면 학생 

자문단이란 것 자체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한 프

로그램을 저희가 설계 추진 진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

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팀워크다 보니까 다같이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각자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

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력. 추진력 

그리고 소통능력 같은 역량이 강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U_F4)

제일 큰 거는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다 같이 팀워크 활동을 할 때 문

제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부분이랑 그다음에 자기주도역량이 많이 

강화가 된거구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문제를 맞닥들였을 때 해

결하기 여전히 힘들어 하기는 하지만 예전보다 좀 다양한 매체나 이런 

것도 좀 활용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것도 

몸소 배우다 보니까 학습적인 것 이외의 추가적인 역량도 향상되었다  

        고 생각 됩니다.(U_F2)

수요자 대상 질적연구 결과 예비 평가지표에 없었던 1개의 지표 및 문

항을 추가하였다. 수요자 계획단계의 다양성 지표 및 ‘다양한 비교과 프

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문항을 추가하여 평가지표 1차안을 구성하였다.

수요자의 운영단계별 평가지표 1차안은 다음 <표 Ⅳ-12>와 같으며 평

가지표는 총 12개, 평가문항은 총 14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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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수요자의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비고

수

요

자

(U)

계획

(U-P)

자발성
· 비교과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였는가?

계획성
·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는가?

다양성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문항

추가

실행

(U-I)

참여도
·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

는가?

상호작용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와 활발하게 소

통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간 활발하게

소통하였는가?

충실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과제 및 활동을 충실

히 수행하였는가?

성과

(U-O)

내용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내용은 전반적으로 만족

스러웠는가?

보상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보상(예: 마일리지,

지원금, 장학금 등)이 전반적으로 만족

스러웠는가?

지원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의 지원은 전반

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환경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장소 및 시설은 전

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얻고자 한 목적

(학습전략, 학습동기 향상 등)을 달성하

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역량이 향

상되었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학업성취도가 향

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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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가(P2)의 관점

이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관점을 알

아보기 위해 교수 2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분석

을 통해 전문가의 운영단계별 고려해야할 평가 요소를 분석하였다.

운영계획의 합리적 수립

전문가는 심층면담시 계획 단계에서 학생들의 성향을 잘 파악한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운영 효과 및 결과에 대해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기획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학생들을 잘 파악해서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 게 일

단은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아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효과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해요.(P2_1)

 프로그램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기본을 잘 맞춰서 운영해야 되는게 

기본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P2_2)

운영자의 전문성 및 충실성

전문가는 비교과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의 운영

이 중요하며 충실성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질적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

다.

잘 기획된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인적자원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열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

라질 수 있어요.(P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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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인 참여 학생들도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자 및 지도자의 전문

성이 좋은 프로그램의 요건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뛰어난 

전문가의 견해 및 조언이 학생들의 가치관 또는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서포트라고 생각합니다.(U_C3)

성실한 학생들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이를 보완해 줄 실력 있

는 교수자, 지도자가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U_D1) 

운영환경 지원

전문가는 실행단계에서 운영 환경이 다차원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비

교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으며 학생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아

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가지 차원에서의 지원만 해서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

아요. 학생들이 비교과를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보장해주고 접

근성도 좋아야되고, 예산도 분명히 잘 배정이 되어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이 명확해져요.(P2_1)

  평가체계 개선

전문가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단계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운영 전

략 및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학생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어 시스

템이 잘 구축이 돼서 데이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이런 것

들이 중요하죠.(P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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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양질의 프로그램인가라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준거가 학교나 부서에 평가 준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는거죠. 이런 평가

준거가 마련이 되면 전문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겠구요.(P2_2)

  프로그램 개선 및 환류

전문가는 성과단계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

램의 개선 및 환류를 통해 다음 프로그램 운영시 계획단계에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평가를해서 운영에서의 전략들을 마련할 수 있고. 만약에 운영이 예상

대로 안됐을 때 변화 가능성이나 개선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대처가 가능할 것 같구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환류를 해야 되는 거죠.(P2_1)

학생의 만족도나 성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교육적 가치 판단에 어떻

게 적용이 되었고, 이것이 역시 내년도에 계획의 적절성에 어떻게 반영

이 되었는가에 대한 지표도 마련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P2_2)

전문가 대상 질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평가지표에 없었던 1개의

지표 및 문항을 추가하였다. 전문가 실행단계의 충실성 지표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문항을 추가하여 평가지표

1차안을 구성하였다. 전문가의 운영단계별 평가지표 1차안은 다음 <표

Ⅳ-13>과 같으며 평가지표는 총 8개, 평가문항은 총 8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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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전문가의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

④ 교육당국(A)의 관점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및 총괄을 담당하는 대학 본부 보직자 2명을 대

상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질적연구 결과 교육당국의 운영단

계별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대학의 인재상 및 핵심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기본으로 기획되

고 학교의 특성에 따라 개발된다. 그러므로 대학 보직자는 비교과 프로

그램의 계획단계에서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를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비고

전

문

가

(P2)

계획

(P2-P)

합리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

목표

타당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타당하게 수

립되었는가?

실행

(P2-I)

전문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충실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충실히 수

행하였는가?

문항

추가
운영환경

적절성

· 비교과 운영에 필요한 환경(행정적, 물질

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

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성과

(P2-O)

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참여자 만족도,

수료율, 역량향상 등)가 달성되었는가?

개선계획

수립

적절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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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긴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인재상. 필요로 하

는 인재상에 맞게끔 설계가 되었는냐랴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로 하

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단순하게 프로그램이 있고 없

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에 맞게 프로그

램이 개발이 됐느냐 그걸 평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A_1) 

비교과 프로그램 목적이 학교의 교육목표나 인재상에 맞추어서 세워지고 

운영을 잘하였는지가 대학평가의 기준이 되니까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했는지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겠죠.(A_2)

합리적인 지원

교육당국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실행단계에서 예산의 합리적 지원을 중

요시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중요도나 규모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서의 지

원을 의미한다.

비교과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산 지원이 중요한데 일단 예산

계획이 적절히 세워졌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프로그램의 중요도나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하는 거죠.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A_2)

교육당국 대상 질적연구 결과 예비 평가지표의 문항을 수정하였다. 교

육당국 계획단계의 교육목표 부합도 지표의 문항을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부합하는가?’로 수정하여 평가

지표 1차안을 구성하였다. 교육당국의 운영단계별 평가지표 1차안은 다

음 <표 Ⅳ-14>와 같으며 평가지표는 총 7개, 평가문항은 총 7개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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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교육당국의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비고

교

육

당

국

(A)

계획

(A-P)

교육목표

부합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부합하는가?

문항

수정

운영여건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었는가?

계획

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실행

(A-I)

계획

실현성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

진하고 있는가?
학교의

지원

충분성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

록 예산 및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

는가?

성과

(A-O)

만족도
·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교육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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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 최종안 확정

1) 내용타당도 검증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질적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관

점에 따른 평가내용을 구체화하여 평가지표 및 문항의 1차안을 개발하였

다. 개발한 평가지표 1차안의 내용타당도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검증

하였다. 내용타당도란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한 목표나 내용을 모

두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박현정,

2007; 백순근, 2004). 전문가 협의회는 교육평가 전공 및 대학의 비교과

업무담당자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는 교육평가 전공자인 박사 3명, 박사

수료생 3명과 대학의 비교과 업무 담당 교수 4명으로 구성된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10명의 전문가에게 각 평가지

표 및 문항의 타당도를 5점 척도점수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점수 전체 평균은 4.23점으로 내

용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평가점수가 3.5점 이하인

평가지표 및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문항

에 설명을 추가하여 제시하거나, 평가지표를 변경하여 평가지표 및 문항

의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

타당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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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자(P1)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공급자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결과는 다음 <표 Ⅳ

-15>와 같다.

<표 Ⅳ-15> 공급자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평가의견 점수

공

급

자

(P1)

계획

(P1-P)

절차적

타당성

· 과거 프로그램 실행 평가 결과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는가?
4.10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하였는가?
4.60

내용의

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가?
4.20

실현

가능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계획은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였는가?
4.20

인적자원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

은 충분하였는가?
평가지표의
통합 필요
(인적·물적
자원 예시
추가 필요)

4.00

물적자원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물적자원

은 충분하였는가?
4.20

실행

(P1-I)

과정

적절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및 학습 전략이

적절하였는가?
4.60

계획

실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대로 실행되었

는가?
4.60

운영

충실도

· 운영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

할 때 충실히 참여하였는가?
4.30

상호작용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였는가?
4.80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는가?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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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관점 평가지표 1차안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전체 평균은

4.31점으로 양호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및 문항을 수

저하거나 삭제하여 최종 평가안을 확정하였다. 계획단계 자원충분성 지

표의 평가문항에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설명 추가를 요청한 전

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예:운

영 인원, 행정지원 등)은 충분하였는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물적자원(예:장학금, 예산 등)은 충분하였는가?’로 최종 문항을 수

정하였으며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자원 충분성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통

합하였다. 성과단계의 만족도 지표의 문항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시설에 만족하는가?’는 평균 3.5점 이하로 삭제하였다.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평가의견 점수

성과

(P1-O)

업무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대해 만족하

는가?
4.40

환경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시설에 만족

하는가?
지표 및
문항 삭제

3.10

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 만족도

점수를 달성하였는가?
4.30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 수료율을

달성하였는가?
4.20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역량이 향상

되었는가?
4.50

효율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자원투자 대비

효율적이었는가?
4.60

전체평균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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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요자(U)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수요자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결과는 다음 <표 Ⅳ

-16>과 같다.

<표 Ⅳ-16> 수요자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평가의견 점수

수

요

자

(U)

계획

(U-P)

자발성 · 비교과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 4.50

계획성
·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4.40

다양성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4.10

실행

(U-I)

참여도 ·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4.20

상호작용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와 활발하게 소통하

였는가?
4.40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간 활발하게 소통

하였는가?
4.70

충실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과제 및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4.20

성과

(U-O)

내용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내용은 전반적으로 만족스

러웠는가?
4.10

보상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보상(예: 마일리지, 지원

금, 장학금 등)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3.90

지원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의 지원은 전반적으

로 만족스러웠는가?
4.30

환경

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실시 장소 및 시설은 전반

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지표 및

문항 삭제
3.20

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얻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목적 달성

설명 추가
4.50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역량이 향

상되었는가?
4.40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학업성취도가 증가

하였는가?
문항 삭제 3.20

전체평균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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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관점 평가지표 1차안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전체 평균은

4.15점으로 양호하였다. 성과단계 목표달성도 지표의 평가문항에 대한 설

명 추가를 요청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얻

고자 한 목표(학습전략, 학습동기 향상 등)를 달성하였는가?’로 최종 문

항을 수정하였다. 성과단계의 운영만족도 지표의 문항 ‘비교과 프로그램

실시 장소 및 시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와 목표달성 지표의

문항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학업성취도가 증가하였는가?’는 평균 3.5

점 이하로 삭제하였다.

③ 전문가(P2) 평가지표 1차안의 내용타당도

전문가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결과는 다음 <표 Ⅳ

-17>과 같다.

<표 Ⅳ-17> 전문가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평가의견 점수

전

문

가

(P2)

계획

(P2-P)

합리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

립되었는가?
4.60

목표

타당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타당하게 수립되

었는가?
4.40

실행

(P2-I)

전문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전문성을 갖추

었는가?
4.60

충실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충실히 수행하

였는가?

지표 및

문항 삭제
3.20

운영환경

적절성

· 비교과 운영에 필요한 환경(행정적, 물질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4.10

평가

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4.50

성과

(P2-O)

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참여자 만족도, 수

료율, 역량향상 등)가 달성되었는가?
4.60

개선계획

수립적절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 계획을 적절히 수립

하였는가?
4.50

전체평균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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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관점 평가지표 1차안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전체 평균은

4.27점으로 양호하였다. 실행단계 충실성 지표의 문항 ‘비교과 프로그램

의 운영자는 충실히 수행하였는가?’는 평균 3.5점 이하로 삭제하였다.

④ 교육당국(A)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교육당국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결과는 다음 <표 Ⅳ

-18>과 같다. 교육당국 관점 평가지표 1차안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

도 전체 평균은 4.24점으로 양호하였다. 계획단계 운영여건 지표의 문항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었는가?’는 평

균 3.5점 이하로 삭제하였다.

<표 Ⅳ-18> 교육당국 평가지표 및 문항 1차안의 내용타당도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평가의견 점수

교

육

당

국

(A)

계획

(A-P)

교육목표

부합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인재

상과 핵심역량에 부합하는가?
4.30

운영여건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었는가?

지표 및

문항 삭제
4.50

계획

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

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3.20

실행

(A-I)

계획

실현성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

고 있는가?
4.20

학교의

지원

충분성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예산 및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가?
4.50

성과

(A-O)

만족도
·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전반

적으로 만족하는가?
4.60

교육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4.40

전체평균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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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평가지표 및 문항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후 평가지표 및 문항 최종안의 내용타당도

결과는 다음 <표 Ⅳ-19>와 같다. 최종 평가지표의 내용타당도 전체 평

균은 4.39점으로 양호하였다. 이해당사자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관점이

4.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당국 4.42점, 공급자 4.35점, 수

요자 4.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평가지표 및 문항 최종안의 내용타당도

관
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점
수

공
급
자
(P1
)

계획
(P1-P)

절차적
타당성

· 과거 프로그램 실행 평가 결과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는가?

4.60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가?

4.50

내용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가?

4.10

실현가능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계획은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였는가?

4.20

자원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
자원(예: 운영인원, 행정지원 등)은 충분
하였는가?

4.40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물적
자원(예: 장학금, 예산 등)은 충분하였는가?

4.70

실행
(P1-I)

과정적절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및 학습
전략이 적절하였는가?

4.20

계획실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대로 실행
되었는가?

4.10

운영충실도
· 운영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충실히 참여하였는가?

3.90

상호작용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과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였는가?

4.50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는가?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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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점
수

성과
(P1-O)

업무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대해 만족
하는가?

4.40

목표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 만족도
점수를 달성하였는가?

4.30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 수료율을
달성하였는가?

4.20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역량이 향상
되었는가?

4.50

효율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자원투자
대비 효율적이었는가?

4.60

공급자 평가지표 내용타당도 4.35

수
요
자
(U)

계획
(U-P)

자발성
· 비교과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
는가?

4.50

계획성
·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4.40

다양성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4.10

실행
(U-I)

참여도 ·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4.20

상호작용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와 활발하게 소통
하였는가?

4.40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간 활발하게 소통
하였는가?

4.70

충실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과제 및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4.20

성과
(U-O)

내용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내용은 전반적으로 만족
스러웠는가?

4.10

보상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보상(예: 마일리지,
지원금, 장학금 등)이 전반적으로 만족스
러웠는가?

3.90

지원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의 지원은 전반
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4.30

목표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얻고자 한 목표
(예: 학습전략, 학습동기 향상 등)를 달성
하였는가?

4.50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역량이
향상되었는가?

4.40

수요자 평가지표 내용타당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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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점
수

전
문
가
(P2
)

계획
(P2-P)

합리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

4.60

목표타당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타당하게 수립
되었는가?

4.40

실행
(P2-I)

전문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4.60

운영환경
적절성

· 비교과 운영에 필요한 환경(예: 행정적,
물질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4.10

평가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4.50

성과
(P2-O)

목표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예: 참여자 만족도,
수료율, 역량향상 등)가 달성되었는가?

4.60

개선계획
수립
적절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4.50

전문가 평가지표 내용타당도 4.47

교
육
당
국
(A)

계획
(A-P)

교육목표
부합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부합하는가?

4.30

계획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
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4.50

실행
(A-I)

계획실현성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
하고 있는가?

4.20

학교의
지원충분성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예산 및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가?

4.50

성과
(A-O)

만족도
·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전
반적으로 만족하는가?

4.60

교육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학교의 교
육목표를 달성하였는가?

4.40

교육당국 평가지표 내용타당도 4.42

전체 평균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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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발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모형에 따른 최종 평가

지표를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Ⅳ-6]과 같다.

[그림 Ⅳ-6]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최종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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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지표 및 평가문항의 개수는 다음 <표 Ⅳ-20>과 같다. 개발

된 평가지표는 총 34개, 문항은 총 41개이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이해당

사자 중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우 전문가와 교육당국에 비해 평가지표와

문항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의 개수

이해당사자 운영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공급자

계획 4 6

실행 4 5

성과 3 5

전체 11 16

수요자

계획 3 3

실행 3 4

성과 4 5

전체 10 12

전문가

계획 2 2

실행 3 3

성과 2 2

전체 7 7

교육당국

계획 2 2

실행 2 2

성과 2 2

전체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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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가. AHP를 활용한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절차

새롭게 개발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한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표별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AHP는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

고 있는 요소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이훈병, 운건호, 2008;

Satty, 1996). AHP는 측정의 목적과 수단을 계층적으로 연결시켜주며 측

정하려는 요소 및 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을 명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이동규, 이도희, 2001).

AHP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조근태 외, 2005). 의사결정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계층을 형성하고, 각 계층 내 의사결정 요소

들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계층별 쌍대비교행렬을 구한다. 그리고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추정하되, 일반적

으로 고유벡터 방법을 활용한다. AHP는 전문가의 집단 사고에 의하여

중요도 산출과 우선순위 도출이 필요한 연구에 다수 이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를 위해 평가지

표 간의 쌍대비교가 가능한 평가지를 각 이해당사자별로 개발하였다. 그

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이해당사자를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시시기는 10월 말이었으며, 참여 인원은 50명(공급자 13명, 수요자 17

명, 전문가 10명, 교육당국 10명)이다. 평가지에 일관성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응답의 예와 각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문항을 함께

제시하여 응답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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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의 AHP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이해당사자별

로 크게 계획, 실행, 성과의 3개의 단계로 구분되고 하위 평가지표는 다

음 [그림 Ⅳ-7]과 같은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공급자 대상 설문 예시>

1. 프로그램 계획단계

1.1. 절차적 타당성(2문항)

1.2. 내용의 체계성(1문항)

1.3. 계획의 실현가능성(1문항)

1.4. 자원의 충분성(2문항)

2. 프로그램 실행단계

2.1. 과정 적절성(1문항)

2.2. 계획 실현성(1문항)

2.3. 운영 충실도(1문항)

2.4. 상호작용 충분성(2문항)

3. 프로그램 성과단계

3.1. 업무 만족도(1문항)

3.2. 목표 달성도(3문항)

3.3. 효율성(1)

[그림 Ⅳ-7] 평가지표의 계층구조

위의 계층구조에 따라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쌍대비교

평가지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자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평가할 때, 짝지

어진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물어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림 Ⅳ-8]과 같이 9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중요도

가 커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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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자(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단계별

로 평가할 때, 짝지어진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

시는지 표기부탁드립니다.

가) 프로그램 계획단계에서의 평가 영역(3)

<평가지표>
자발성 : 비교과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계획성 :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다양성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
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자발성 9 7 5 3 1 3 5 7 9 계획성

자발성 9 7 5 3 1 3 5 7 9 다양성

계획성 9 7 5 3 1 3 5 7 9 다양성

[그림 Ⅳ-8] 계층분석(AHP)을 위한 문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여 평가 문항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AHP

를 활용한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9점 척도의 정의 및

내용은 다음 <표 Ⅳ-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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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계층분석(AHP) 9점 척도의 정의 및 내용

*유예림(2008) p.68 재구성

AHP를 활용한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 결과 분석을 위해 DRESS 1.

7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중요도 사이의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0.1 미만일 경우 일관성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0.2보다 작은 경우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선

행연구(고길곤, 이경전, 2001; 이창효, 2000; Satty, 1996) 결과에 따라 일

관성 비율이 0.2 미만인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한

50명(공급자 13명, 수요자 17명, 전문가 10명, 교육당국 10명) 중 일관성

비율이 0.2이상인 3건을 제외하여 총 47명(공급자 13명, 수요자 15명, 전

문가 10명, 교육당국 9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DRESS는 국내에서 무료로 공개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이 연구에 활용하였다.

척도 정의 언어적 표현

1
동등하게 중요

(equal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두 개의 요소가

차상위 목표의 기준에서 볼 때 똑같이

중요함

3
약간 중요

(slight · weak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함

5
중요

(strong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게 중요하거나 가치있음

7
매우 중요

(very strong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확실하게(매우 강하게) 중요함

9
극히 중요

(absolute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다른 요소에 비하

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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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해당사자별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1) 공급자(P1) 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공급자 13명의 AHP를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

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단계 중 성과가 .58로 가장 높은 중

요도를 가졌으며 다음으로 실행 .25, 계획 .17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평가

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39, 자원충분성

이 .24, 내용체계성이 .23, 절차적 타당성이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행단

계에서는 상호작용 충분성이 .36, 내용적절성이 .26, 운영충실도가 .22, 계

획실현성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단계에서는 목표달성도가 .46, 효

율성이 .29, 업무만족도가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결과는 다음 <표 Ⅳ-22>와 같다.

<표 Ⅳ-22> 공급자 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결과

운영단계 평가지표

단계 중요도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계획 .17 3

절차적 타당성 .14 4

내용체계성 .23 3

실현가능성 .39 1

자원충분성 .24 2

실행 .25 2

내용적절성 .26 2

계획실현성 .16 4

운영충실도 .22 3

상호작용 충분성 .36 1

성과 .58 1

업무만족도 .25 3

목표달성도 .46 1

효율성 .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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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U) 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수요자 15명의 AHP를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

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단계 중 성과가 .47로 가장 높은 중

요도를 가졌으며 다음으로 실행 .32, 계획 .20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평가

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는 자발성이 .53, 계획성이 .36, 다

양성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행단계에서는 충실도가 .47, 참여도가 .30,

상호작용 충분성이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단계에서는 목표달성도가

.47, 내용만족도가 .24, 지원만족도가 .15, 보상만족도가 .14의 순으로 나타

났다. 수요자 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결과는 다음 <표 Ⅳ-23>과

같다.

<표 Ⅳ-23> 수요자 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결과

운영단계 평가지표

단계 중요도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계획 .20 3

자발성 .53 1

계획성 .36 2

다양성 .11 3

실행 .32 2

참여도 .30 2

상호작용 충분성 .23 3

충실도 .47 1

성과 .47 1

내용만족도 .24 2

보상만족도 .14 4

지원만족도 .15 3

목표달성도 .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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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P2) 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전문가 10명의 AHP를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

도 결과는 다음 <표 Ⅳ-24>와 같다. 프로그램 운영단계 중 성과가 .63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졌으며 다음으로 실행 .19, 계획 .18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는 목표타당성이 .54,

합리성이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행단계에서는 전문성이 .43, 운영환경 적

절성이 .38, 평가체계성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단계에서는 목표달성

도가 .83, 개선계획수립 적절성이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전문가 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결과

4) 교육당국(A) 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교육당국 9명의 AHP를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

요도 결과는 다음 <표 Ⅳ-25>와 같다. 프로그램 운영단계 중 성과가 .63으

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졌으며 다음으로 실행 .24, 계획 .13으로 나타났

운영단계 평가지표

단계 중요도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계획 .18 3
합리성 .46 2

목표타당성 .54 1

실행 .19 2

전문성 .43 1

운영환경 적절성 .38 2

평가체계성 .19 3

성과 .63 1
목표달성도 .83 1

개선계획수립 적절성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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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단계별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는 계획체계성

이 .57, 목표부합도가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행단계에서는 계획실현성

이 .59, 학교의 지원 충분성이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단계에서는 만

족도가 .62, 교육목표달성도가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5> 교육당국 관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결과

이해당사자별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중요도의 비율은 다음 [그림 Ⅳ-9]와

같다. 전체 이해당사별 운영단계의 중요도 우선순위 결과 모든 집단에서

성과, 실행, 계획 단계의 순이었다. 성과단계의 경우 전문가와 교육당국이

각 .63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공급자가 .58, 학생이 .47순으로 나타

났다. 실행단계의 경우 수요자가 .32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공급자가

.25, 교육당국이 .24, 전문가가 .19순으로 나타났다. 계획단계의 경우 수요

자가 .20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가 .18, 공급자가 .17, 교육당

국이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과단계의 평가준거 중 목표달성 지표는 모

든 이해당사자 집단에 공통 지표로서 공급자의 경우 .46, 수요자의 경우

.47, 전문가의 경우 .83으로 중요도가 1순위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의 경우

성과단계에서 만족도가 .62로 중요도 1순위였으며, 목표달성도는 .38로 2순

위로 나타났다.

평가단계 평가지표

단계 중요도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우선순위

계획 .13 3
교육목표 부합도 .43 2

계획체계성 .57 1

실행 .24 2
계획실현성 .59 1

학교의지원 충분성 .41 2

성과 .63 1
만족도 .62 1

교육목표 달성도 .38 2



- 114 -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성과단계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과 동

시에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급자나 수요자의 경우 상대적으

로 계획과 실행단계의 평가를 전문가와 교육당국에 비해 중요도가 더 높

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영단계별 중요도 분석 결과 기

존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에서 성과평가만을 강조해왔으나 계획단계와

실행단계의 평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9] 이해당사자별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중요도 비율

전체 이해당사자별 프로그램 운영단계와 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

순위는 다음 <표 Ⅳ-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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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이해당사자별 프로그램 단계와 평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이해당사자

프로그램 운영 단계 평가지표

단계
중요도

(가중치)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가중치)
우선순위

공급자

관점

계획 .17 3

절차적 타당성 .14 4

내용체계성 .23 3

실현가능성 .39 1

자원충분성 .24 2

실행 .25 2

내용적절성 .26 2

계획실현성 .16 4

운영충실도 .22 3

상호작용 충분성 .36 1

성과 .58 1

업무만족도 .25 3

목표달성도 .46 1

효율성 .29 2

수요자

관점

계획 .20 3

자발성 .53 1

계획성 .36 2

다양성 .11 3

실행 .32 2

참여도 .30 2

상호작용 충분성 .23 3

충실도 .47 1

성과 .47 1

내용만족도 .24 2

보상만족도 .14 4

지원만족도 .15 3

목표달성도 .47 1

전문가

관점

계획 .18 3
합리성 .46 2

목표타당성 .54 1

실행 .19 2

전문성 .43 1

운영환경 적절성 .38 2

평가체계성 .19 3

성과 .63 1
목표달성도 .83 1

개선계획수립 적절성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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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활용한 평가지표의 중요도(가중치)를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에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 평가지표별 총

점수를 평가자 수로 나눈 평균값에 평가지표 중요도(가중치)를 곱하여 지

표별 가중평균값을 각각 계산한다. 이때, 하나의 지표에 따른 평가문항이

2개 이상이라면, 여러 평가문항의 평균값을 구해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

다. 둘째, 같은 단계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들의 가중평균값의 총점을 계산

하면 운영단계별 평가점수가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계획, 실행, 성과 각 단

계의 운영단계별 평가점수에 운영단계 가중치를 곱하여 각 단계의 가중치

값을 구하고 모든 단계의 가중치 값의 총점을 구하면 이해당사자별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연구의 Ⅳ장에서 제시한 평가모형 개발 단계에서는 문헌연구 및 질

적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

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AHP를 활용한 평가지표의 중요

도 평가를 통해 각 평가지표의 가중치 결과를 제시하였다. Ⅴ장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평가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D대학의 비교과 프로

그램 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해당사자

프로그램 운영 단계 평가지표

단계
중요도

(가중치)
우선순위 지표

중요도

(가중치)
우선순위

교육당국

관점

계획 .13 3
목표부합도 .43 2

계획체계성 .57 1

실행 .24 2
계획추진 .59 1

학교의지원 충분성 .41 2

성과 .63 1
만족도 .62 1

교육목표 달성도 .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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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 적용

1.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가.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프로그램 평가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를 활용한 자기보고식 평가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기보고

식 평가와 심층면담은 모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기보

고식 평가지와 심층면담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Ⅴ-1]은 교육

당국의 자기보고식 프로그램 평가문항을 제시한 것이다.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당국의 입장에서, 학습역량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1:전혀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단계 문항 응답

계
획

1.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인재
상과 핵심역량에 부합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비교과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실
행

3.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
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예산
및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성
과

5.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5-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6.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그림 Ⅴ-1] 교육당국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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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가를 10월 말에 실시한 뒤 각 지표의 평균점수에 AHP

를 활용한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를 점수화하였다. 또한, 각 이해당

사자별 심층면담을 11월 초에 추가 실시하여 프로그램 평가의 질적 측면

을 보완하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인 목표 달성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요자

대상 핵심역량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6대핵

심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핵심역량의 향상은 수요

자의 성과단계의 목표달성 지표 중 하나이다. 수요자의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와 핵심역량 진단검사의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D대학 비교과 프

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수요자 대상 핵심역량 진단

검사는 2020학년도 2학기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전(9월 7일부터 2주간)과 사후(11월 30일부터 2주간)에 2회 실

시하여 사전, 사후 진단에 모두 참여한 분석 대상은 223명이다. D대학의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자기주도, 전문지식, 문제해결, 협력헌신, 세계시민

의 6개로 구분되어있다. 핵심역량 진단검사는 6개의 각 역량을 대표하는

문항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다음 <표 Ⅴ

-1>과 같다.

<표 Ⅴ-1> 학생대상 6대핵심역량 진단검사 문항

역량 문항

의사소통

역량

나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글의 구조와 의미를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내용의 진위나 의중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나는 내 의견이나 주장하는 바를 의도에 맞게 글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
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다.
나는 토론 상황에서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들어 나의 의견을 주장하
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나는 구성원 간 이견이 있을 때, 구성원 간 이견의 차이를 이해하고 특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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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문항

자기주도

역량

나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학습하고, 결과에 대해 반성
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목표를 세우면 그에 따른 실천 계획을 세우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
을 완수한다.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희망적이고 즐거운 일을 생각한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감 있게 도전하지 못한다.
나는 목표가 생기면 열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열중한다.
나는 나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전문지식

역량

나는 전문적인 정보의 수집경로(국회도서관, RISS 등 전문적 정보DB 검
색엔진)를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는 나의 관심이나 전문 영역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
나는 나의 관심이나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보고,
그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정보에 대해 분석하고 종합하여 새로운 정보로 재구성할 수 있다.
나는 최적의 디지털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워드 프로세
서, 프레젠테이션 등)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나는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적절한 방식(참고
문헌 인용 및 표절여부 확인 등을 준수)으로 몇몇 사람들과 나의 전문지
식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관심 영역에 대한 최근 변화 동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

문제해결

역량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과제를 수행할 때, 문제 내에 있는 각 요소간의
관계를 파악하려 한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증거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결론을 이끌
어내는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 중 가장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질문이나 문제를 찾아내고 구체화하는 것을
잘 하는 편이다.
나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이다.
나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산물로 발전시키고 이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사물 및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갖고 탐구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과정 자체를 즐기고자 한다.

협력헌신

역량

나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고자 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봉사활동 등을 하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소속된 조직 구성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잘 지내는 편이다.
나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함께 좋은 성과를 얻어낼 자신이 있다.
나는다른사람들끼리다툼이나갈등이생겼을경우그것을중재하는데자신이있다.
나는 통솔력이나 영향력을 발휘하여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자신이없다.
나는 내가일하고싶은조직의문화, 관련된사람들, 그들의업무등을모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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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P1)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

공급자 평가지표의 Cronbach’s α값은 0.785로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하

였다.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공급자인 운영자가 평가한 점수는 다음

<표 Ⅴ-2>와 같다. 공급자 대상 평가지표의 평균, 가중치, 운영단계별 평

가점수, 종합 평가점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방법은

내용에 따라 자기보고식 평가(양적 평가)만을 실시하거나 자기보고식 평

가(양적 평가)와 심층면담(질적 평가)을 둘다 실시하는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앞서 분석한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중요도 결과를 가중치로 반

영하여 종합 평가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먼저 5점 척도로 답한 각 지표의

평균값을 구한다. 지표별 평균값에 가중치값을 곱하여 지표별 가중평균값

을 구한다. 각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해당하는 지표별 가중평균값을 더하여

계획, 실행, 성과 단계별 평가점수를 구한다. 예컨대, 공급자의 계획단계

평가점수는 (3.19×0.14)+(3.52×0.23)+(3.81×0.39)+(2.64×0.24)=3.38점과 같이

구한다. 다음으로 단계별 평가점수에 가중치값을 곱한 가중평균값을 더하

여 이해당사자의 종합평가점수를 구한다. 예컨대, 공급자의 종합평가점수

는 (3.38×0.17)+(3.83×0.25)+(3.51×0.58)=3.57점과 같이 구한다.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한 D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공급자의 운영단

계별 자기보고식 평가점수는 실행단계가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

역량 문항

세계시민

역량

나는 외국인과 내가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나는 외국여행, 유학, 국내외의 다양한 활동, 외국인 친구 사귀기 중 하
나 이상의 글로벌한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다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타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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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가 3.51점, 계획단계가 3.38점으로 나타났다. 운영단계별 가중치를 반

영한 종합평가점수는 3.57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운영단계

별로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을 3.81점, 내용 체계성을 3.52

점, 절차적 타당성을 3.19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자원충분

성을 2.64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하였다. 실행단계에서는 운영 충실도를

4.33점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계획 실현성을 3.90점, 내용 적절성

을 3.67점, 상호작용 충분성을 3.60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성과단계에서는 목표달성도를 3.65점, 효율성을 3.48점, 업무만족도를 3.29

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Ⅴ-2> 비교과 프로그램 공급자의 종합평가점수

◎ : 자기보고식 평가와 심층면담, ○ : 자기보고식 평가

이해

당사자

운영단계

(가중치)
평가지표(평가방법)

평균

(가중치)

운영단계별

평가점수

종합 

평가점수

공급자

계획

(.17)

절차적 타당성(◎) 3.19
(.14)

3.38

3.57

내용체계성(○) 3.52
(.23)

실현가능성(○) 3.81
(.39)

자원충분성(◎) 2.64
(.24)

실행

(.25)

내용적절성(○) 3.67
(.26)

3.83
계획실현성(○) 3.90

(.16)

운영충실도(◎) 4.33
(.22)

상호작용충분성(◎) 3.60
(.36)

성과

(.58)

업무만족도(◎) 3.29
(.25)

3.51목표달성도(◎) 3.65
(.46)

효율성(◎) 3.4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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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결과는 자기보고식 평가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프로그

램 계획단계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3.19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심층면담 결

과 이전의 프로그램 실행 평가 결과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중

요하게 여기며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충분성은 2.64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는데 면담 결과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충족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행단계에서 운영충실도를 4.33점의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호작용 충분성은 3.60점으로 평가하였는

데 면담 결과 공급자는 학생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

나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시간과 물질적인 한계를 느끼

는 측면도 있었다. 성과단계에서 업무만족도를 3.29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심층면담 결과 업무에 대한 만족과 동시에 운영업무의 과중함에 대한 부

담감도 느끼고 있었다. 목표달성도는 3.6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심층면담

결과 참여 학생의 목표 만족도 점수와 수료율의 80%정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학생 역량 향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효율성은 3.48점으로 면담 결과 투자와 노력대비 효과가 보통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요자(U)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

수요자 평가지표의 Cronbach’s α값은 0.846으로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

하였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자인 학생이 평가한 점수는 다음

<표 Ⅴ-3>과 같다. 수요자 대상 평가지표의 평균, 가중치, 운영단계별 평

가점수, 종합 평가점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방법은

자기보고식 평가(양적 평가)와 심층면담(질적 평가)을 둘다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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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자의 종합평가점수

◎ : 자기보고식 평가와 심층면담

D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자의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한 수요자의 운영단계별 점수는 실행단계가

3.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단계가 3.56점, 계획단계가 3.13점으로 나

타났다. 운영단계별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는 3.54점으로 ‘보통 이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운영단계별로 살펴보면 수요자의 계획단계에서는

계획성을 3.72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자발성을 2.88점, 다

양성을 2.36점으로 ‘보통 이하’라고 평가하였다. 수요자의 실행단계에서는

충실도를 3.96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참여도는 3.84점, 상

호작용 충분성은 3.72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수요자의 성과

이해

당사자

운영단계

(가중치)
평가지표(평가방법)

평균

(가중치)

운영단계별

평가점수

종합 

평가점수

수요자

계획

(.20)

자발성(◎) 2.88
(.53)

3.13

3.54

계획성(◎) 3.72
(.36)

다양성(◎) 2.36
(.11)

실행

(.32)

참여도(◎) 3.84
(.30)

3.87
상호작용

충분성(◎)
3.72
(.23)

충실도(◎) 3.96
(.47)

성과

(.47)

내용만족도(◎) 3.56
(.24)

3.56

보상만족도(◎) 3.24
(.14)

지원만족도(◎) 3.36
(.15)

목표달성도(◎) 3.7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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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목표달성도를 3.72점, 내용만족도를 3.56점, 지원만족도를 3.36

점, 보상만족도를 3.24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결과 핵심역량이 향상되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생 대상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

과를 분석하였다. 2020학년도 2학기에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핵심역량

사전진단 검사는 9월 7일부터 2주간 실시하였으며, 사후진단 검사는 11월

30일부터 2주간 실시하였다. D대학의 핵심역량 진단 검사의 문항은 35개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진단은 422명, 사후진단은 353명 참여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총 223명이다.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앞서 제시한 <표 Ⅲ-8>과 같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D대학 학생들의 핵심역량 진단검사 분석 결

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Ⅴ-2]와 같다.

[그림 Ⅴ-2] 학생대상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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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와 다음과 같은 공

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계획단계에서는 계획성 3.72점을 제외하고 자

발성과 다양성은 3점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는데 면담 결과 비교과 프로

그램은 참여하는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격차가 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

한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

핵심역량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후

t
M SD M SD

의사소통 3.75 0.54 3.87 0.57 3.051**

전문지식 3.36 0.62 3.61 0.61 5.592***

자기주도 3.45 0.63 3.63 0.65 3.973***

문제해결 3.47 0.61 3.66 0.63 4.226***

협력헌신 3.71 0.54 3.83 0.57 3.166**

세계시민 3.31 0.82 3.43 0.73 2.119*

평균 3.51 0.59 3.67 0.62 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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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대학 학생들의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Ⅴ-4>와 같다. 핵심역량 진단평가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0.854로 문항

의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핵심역량은 모

든 역량이 참여 전보다 참여 후의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핵심

역량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4> D대학 학생들의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검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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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실행단계에서 참여도, 상호작용 충분성, 충실도

는 3.84점에서 3.96점 사이로 높은 수준으로 면담 결과 학생들이 학습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실행단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

과단계에서는 내용만족도, 지원만족도, 보상만족도를 3.24점에서 3.56점 사

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면담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보상에 대한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달성도는 3.72점으로

면담 결과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시 기대했던 목적과 역량 향상

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3) 전문가(P2)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

전문가 평가지표의 Cronbach’s α값은 0.728로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하

였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평가

한 점수는 다음 <표 Ⅴ-5>와 같다. 전문가 대상 평가지표의 평균, 가중치,

운영단계별 평가점수, 종합 평가점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방법은 내용에 따라 자기보고식 평가(양적 평가)만을 실시하거나 자

기보고식 평가(양적 평가)와 심층면담(질적 평가)을 둘다 실시하는 2가지

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가의 자기보고식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

다.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한 전문가의 운영단계별 점수는 계획단계가

4.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행단계가 3.96점, 성과단계가 3.86점으로 나

타났다. 운영단계별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는 3.92점으로 ‘보통 이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운영단계별로 살펴보면 전문가의 계획단계에서는

목표타당성을 4.14점, 합리성을 4.00점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전문

가의 실행단계에서는 전문성을 4.29점, 평가체계성를 4.00점으로 ‘우수’하

다고 평가하였으며 운영환경 적절성을 3.57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

하였다. 전문가의 성과단계에서는 목표달성을 3.93점, 개선계획수립 적절

성을 3.50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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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가의 종합평가점수

◎ : 자기보고식 평가와 심층면담, ○ : 자기보고식 평가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와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획단계에서의 합리성은 4.00점으로 면담 결과 D대학의 비

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이 전반적으로 학교의 목표에 부합되며 합리적

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행단계에서의 평가체계성의 경우

4.00점으로 면담 결과 학교 전체의 비교과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부

서별로 운영 및 활용 정도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성과단계에

서 목표달성은 3.93점으로 면담 결과 전문가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80% 이

상 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역량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개선계획수립 적절성은 3.50점으로 면담 결과 전문가는 프로

그램의 평가 환류를 통한 개선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해

당사자

운영단계

(가중치)
평가지표(평가방법)

평균

(가중치)

운영단계별

평가점수

종합 

평가점수

전문가

계획

(.18)

합리성(◎)
4.00

(.46)
4.08

3.92

목표타당성(○)
4.14

(.54)

실행

(.19)

전문성(○)
4.29

(.43)

3.96운영환경 적절성(○)
3.57

(.38)

평가체계성(◎)
4.00

(.19)

성과

(.63)

목표달성도(◎)
3.93

(.83)
3.86

개선계획수립

적절성(◎)

3.5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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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당국(A)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

교육당국 평가지표의 Cronbach’s α값은 0.840으로 문항의 신뢰도가 양

호하였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및 총괄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이

평가한 점수는 다음 <표 Ⅴ-6>과 같다. 교육당국 대상 평가지표의 평균,

가중치, 지표별 가중평균, 운영단계별 가중평균, 전체 가중평균을 함께 제

시하였다.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방법은 내용에 따라 자기보고식 평가(양적

평가)만을 실시하거나 자기보고식 평가(양적 평가)와 심층면담(질적 평가)

을 둘다 실시하는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Ⅴ-6>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당국의 종합평가점수

◎ : 자기보고식 평가와 심층면담, ○ : 자기보고식 평가

이해

당사자

운영단계

(가중치)
평가지표(평가방법)

평균

(가중치)

운영단계별

평가점수

종합 

평가점수

교육

당국

계획

(.13)

목표부합도(◎) 4.42
(.43)

4.23

4.06

계획체계성(○) 4.08
(.57)

실행

(.24)

계획체계성(○) 4.08
(.59)

3.95

학교의지원충분성(◎) 3.75
(.41)

성과

(.63)

만족도(◎) 4.17
(.62)

4.07

교육목표달성도(◎) 3.9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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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당국의 자기보고식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교육당국의 운영단계별 점수는 계획단

계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단계가 4.07점, 실행단계가 3.95점으

로 나타났다. 운영단계별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평가점수는 4.06점으로 ‘대

체로 그러함’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운영단계별로 살펴보면 교육당국의

계획단계에서는 목표부합도를 4.42점, 계획체계성을 4.08점으로 ‘우수’하다

고 평가하였다. 교육당국의 실행단계에서는 계획실현성을 4.08점으로 ‘우

수’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학교의 지원 충분성을 3.75점으로 ‘보통 이상’이라

고 평가하였다. 교육당국의 성과단계에서는 만족도를 4.17점으로 ‘우수’하

다고 평가하였으며 교육목표 달성도를 3.92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

하였다.

교육당국 대상의 심층면담 결과와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계획단계의 교육목표 부합도는 4.42점으로 면담 결과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교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맞추어 개발되고 운영되

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행단계에서의 학

교의 지원 충분성은 3.75점으로 면담 결과 교육당국은 예산 및 자원을 적

절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급자 평가시 자원의

충분도 점수가 낮았다고 답하였던 것과 상반되었다. 성과단계의 만족도와

교육목표 달성도는 각 4.17점과 3.92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면담 결과 교육

당국은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실행, 성과단계에서 전반적으

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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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프로그램 평가점수의 차이

1) 이해당사자별 종합평가점수의 차이 검증

이해당사자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해당사자별 종합평가점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표 Ⅴ

-7>과 같다.

<표 Ⅴ-7> 이해당사자별 종합평가점수 기술통계

이해당사자별 종합평가점수는 교육당국이 4.06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가

가 3.92점, 공급자 3.57점, 수요자 3.5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각화

하면 다음 [그림 Ⅴ-3]과 같다. 이해당사자별 평가점수 분포를 바탕으로 D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이해당사자에 따라 상이하

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이해당사자 종합점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원 수 

공급자 3.57 .33 3.08 4.23 21

수요자 3.54 .47 2.58 4.27 25

전문가 3.92 .43 3.22 4.45 14

교육당국 4.06 .58 3.37 5.00 12

전체 3.80 .50 2.66 5.0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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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이해당사자별 종합평가점수의 분포

 
이해당사자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종합평가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변

량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Ⅴ-8>과 같다. 변량분석 실시 결과, a=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Ⅴ-8> 이해당사자 관점별 종합평가점수 차이의 변량분석 결과

**p<.01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해당사자의 종합평가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급자와

교육당국, 수요자와 교육당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는 다음 <표 Ⅴ-9>와 같다.

이해당사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집단간 3.265 3 1.088
5.453**

집단내 13.573 6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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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이해당사자별 종합평가점수 차이의 사후검증 결과

*p<.05

2) 운영단계별 평가점수 차이 검증

각 이해당사자별 운영단계 평가점수는 다음 <표 Ⅴ-10>과 같다. 공급자

와 수요자의 경우 성과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행점수, 계획점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실행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계획

점수와 성과점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의 경우 계획점수가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실행점수, 성과점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획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교육당국(4.23점)이며, 실행점수가 가장 높

은 집단은 전문가(3.96점)이며, 성과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교육당국

(4.07점)으로 나타났다. 계획점수의 경우 가장 높은 교육당국은 4.23점이었

으나 가장 낮은 수요자의 경우 3.13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실행

점수의 경우 가장 높은 전문가는 3.96점이었으나 가장 낮은 공급자는 3.83

집단 (I) 집단(J) 평균차이(I-J) 표준오차

공급자

수요자 0.03 0.13

전문가 -0.35 0.15

교육당국 -0.50* 0.16

수요자

공급자 -0.03 0.13

전문가 -0.38 0.15

교육당국 -0.53* 0.16

전문가

공급자 0.35 0.15

수요자 0.38 0.15

교육당국 -0.15 0.18

교육당국

공급자 0.50* 0.16

수요자 0.53* 0.16

전문가 0.15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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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나타났다. 성과점수의 경우 가장 높은 집단인 교육당국은 4.07점이

었으나 가장 낮은 공급자는 3.51점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관점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Ⅴ-10> 이해당사자별 운영단계 평가점수

운영단계별 평균 점수는 계획점수가 3.71점, 실행점수가 3.90점, 성과점

수가 3.75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

점수를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Ⅴ-4]와 같다.

[그림 Ⅴ-4]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점수 분포

이해당사자 계획점수 실행점수 성과점수

공급자 3.38 3.83 3.51

수요자 3.13 3.87 3.56

전문가 4.08 3.96 3.86

교육당국 4.23 3.95 4.07

전체평균 3.71 3.90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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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검

증해보았다.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라 평가점수가

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Ⅴ-11>과 같다.

<표 Ⅴ-11>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점수 변량분석 결과

**p<.01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단계의 평가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Ⅴ

-12>와 같다.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표 Ⅴ-12>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점수 차이 사후검증 결과

**p<.01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집단간 3.75 2 1.875
4.682**

집단내 85.306 213 0.4

집단 (I) 집단(J) 평균차이(I-J) 표준오차

계획
실행 -0.32** 0.11

성과 -0.12 0.11

실행
계획 0.32** 0.11

성과 0.20 0.11

성과
계획 0.12 0.11

실행 -0.20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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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당사자별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점수 차이 검증

다음으로 이해당사자별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점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Ⅴ-13>과 같으며 공급자와 수요자 집

단에서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평가점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3> 이해당사자별 운영단계에 따른 평가점수 변량분석 결과

**p<.01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가점수 차이를 보인 공급자와

수요자 집단에서 어떠한 운영단계 평가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공급자의 운영단계 평가점수 차이의 사후검증 결과는 <표 Ⅴ-14>

와 같으며 분석 결과 공급자의 계획과 실행단계의 평가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해당사자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공급자
집단간 2.233 2 1.116

6.298**

집단내 10.635 60 0.177

수요자
집단간 6.979 2 3.489

7.052**

집단내 35.626 72 0.495

전문가
집단간 0.344 2 0.172

0.795
집단내 8.428 39 0.216

교육당국
집단간 0.472 2 0.236

0.615
집단내 12.671 33 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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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공급자의 운영단계 평가점수 차이의 사후검증 결과

*p<.05

둘째, 수요자의 운영단계 평가점수 차이의 사후검증 결과는 <표 Ⅴ-15>

와 같으며 분석 결과 수요자의 계획과 실행단계의 평가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Ⅴ-15> 수요자의 운영단계 평가점수의 차이의 사후검증 결과

*p<.05

집단 (I) 집단(J) 평균차이(I-J) 표준오차

계획
실행 -0.74* 0.20

성과 -0.44 0.20

실행
계획 0.74* 0.20

성과 0.31 0.20

성과
계획 0.44 0.20

실행 -0.31 0.20

집단 (I) 집단(J) 평균차이(I-J) 표준오차

계획
실행 -0.45* 0.13

성과 -0.13 0.13

실행
계획 0.45* 0.13

성과 0.32 0.13

성과
계획 0.13 0.13

실행 -0.32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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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한 평가모형의 추후 활용 방안

가.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 활용 방안

개발된 평가모형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김성훈 외

(2009)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메타평가 기준에 따라 개발된 평가모형의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김성훈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메타평가란,

프로그램 평가의 평가를 의미하며 현행 시행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

가의 6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대로 평가를 실시하는가에 대

해 자체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순환적인 자율개선평가체제로서의 메타

평가적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한 교육본위 추구를 위한 평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지속적인

체제 개선을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평가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평가의 명확한 목적 부합성을 중시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 참여자의 전

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여섯째, 평가의 모든 과정과 절차, 활동에 있어

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성훈 외(2009)의 메타평가 준거는 목적부합성, 실행적합성, 정보정확

성, 보고충실성, 교육본위성으로 구성되어있다.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

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의 메타평가 결과는 다음 <표 Ⅴ-16>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의 메타평가 결과 목

적부합성, 실행적합성, 정보정확성, 보고충실성, 교육본위성 평가준거에

적합하게 모형이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타평가 결과 평가모

형이 타당하며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평가지표 개발뿐만 아니라

평가모형을 실제 적용할 때에도 위의 5가지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프로그

램을 실행 및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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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6>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의 메타평가4)

4) 이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을 김성훈 외(2009)의 메타평가 기준(p.580)에 적용하여

메타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가준거 하위준거 메타평가 결과

목적부합성

평가 목적의

구체성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정보 범위

설정의 적절성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질문을 설정하였으며,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보

를 선정하였다.
이해당사자

규정의 충실성
평가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를 구체화하였다.

실행적합성

실행 절차의

적절성

시간, 예산, 인력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하며, 필요

한 평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다.

평가자 전문성

평가자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교육당국자로 구성되

었다.

비용-효과성
평가는 효율적이며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산

출하도록 하였다.

정보정확성

정보의 타당성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활용 목적에 맞추어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

식으로 설문, 심층면담을 시행한다.

정보의 체계성
정보의 수집, 처리, 결론 도출을 체계적으로 점검

한다.

보고충실성

보고의 명료성 평가 결과를 명료하게 기술한다.

보고의 공정성
주관이나 편견에 따른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

과를 공정하게 반영한다.
결과의 공개성 평가결과는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한다.

결과의 활용성
평가는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활용되고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

교육본위성

교육주체의

교육지향성

평가는 교육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육적 태도

와 자질을 기르는데 기여한다.
교육방법의

적절성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절절성을 확인하고 교수

학습 역량 제고에 공헌한다.
교육환경의

충실성

평가는 환경적 요인들이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교육성과의

본질성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개선과 향상을 제고하고

성과를 확인하고 가치평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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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개발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모형은 이해당사

자,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평가가 가능하다. 개발된 평가모형은 앞서 제시

한 바와 같이, 다음 [그림 Ⅴ-5]와 같은 평가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

다. 4집단의 이해당사자별로 프로그램 운영단계가 3개이므로 총 12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각 이해당사자의 평가단계마다 이해당사자의 관점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단계 평가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

서 개발한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는 실용적이

고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가하고자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그림 Ⅴ-5]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 매트릭스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는 참여한 학생과 운영자를 대상으로 주

로 프로그램 종료 후 실행된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평가항목은 참여 소

감 및 만족도, 목표달성도, 개선점에 대한 의견 등이며 운영자의 평가 항목

은 운영 소감 및 성찰, 학생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이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결과 중심의 평가를 수행하

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 관점이나 단계를 반영한 체계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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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형에 따라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점수는 다음 [그림 Ⅴ

-6]과 같이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P1-P P1-I P1-O
3.38

(보통)

3.83

(보통)

3.51

(보통)
U-P U-I U-O
3.14

(보통)

4.01

(우수)

3.67

(보통)
P2-P P2-I P2-O
4.08

(우수)

3.96

(보통)

3.86

(보통)
A-P A-I A-O
4.23

(우수)

3.95

(보통)

4.08

(우수)

[그림 Ⅴ-6]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점수의 등급

이 연구에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점수는 이주연 외(2013)의

기준을 참고 및 5점 척도 기준으로 수정하여 5점은 매우 우수, 4점은 우

수, 3점은 보통, 2점은 미흡, 1점은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 12개의 평가 매트릭스 요소 중 4개는 우수, 8개는 보통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가점수 분석 및 등급화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가 가

능하며 보완해야할 점을 쉽게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

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으며, 관점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공

급자와 수요자는 계획단계를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전문가와 교육당

국은 계획단계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개발한 평가지표 및 문항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관점의 비교 및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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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보다 심

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추가로 실시한다면 다양한 이해당

사자와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고려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다. 평가결과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관점

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및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실시하는 비교과 인증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비교과 인증제는 대학의 비

교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시되

고 있다. 박지회 외(2020)의 연구에서는 다음 <표 Ⅴ-17>과 같이 비교

과 인증 평가 결과를 평가등급 및 평가인증 부여에 활용하였다. 구체적

인 인증유형은 최우수, 우수, 조건부, 불인증으로 구분되고 각 인증유형

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가 이루어진다.

<표 Ⅴ-17>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유형 및 판정 기준

인증유형 판정기준 유효기간 및 관리

최우수 인증 총점 95점 이상
· 4년

· 최우수 인증 프로그램 인증혜택 부여

우수 인증 총점 85-94점
· 3년

· 컨설팅 자율 신청

조건부 인증 총점 80-84점
· 1년

· 컨설팅 바탕으로 프로그램 보완

불인증 총점 80점 미만
· 해당없음

· 2회 연속 불인증시 프로그램 폐지 검토

*박지회 외(2020) p.139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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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의 비교과 인증제는 공급자나 교육당국

의 관점에서의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운영단계에 따

른 이해당사자별 관점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단편적인 양적 결과 중심으

로 프로그램을 인증하게 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개

발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평가 지

표를 인증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각

이해당사사자들의 단계별 평가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성

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프로그램의 인증평가 및 프로그램 개

선 계획의 실질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는 다음 [그림 Ⅴ-7]과 같다.

[그림Ⅴ-7]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최종 평가지표

이해

당사자

계획

(Plan)

실행

(Implementation)

성과

(Outcome)

공급자

(Provider)

절차적 타당성

내용체계성

실현가능성

자원충분성

내용적절성

계획실현성

운영충실도

상호작용 충분성

업무만족도

목표달성도

효율성

수요자

(User)

자발성

계획성

다양성

참여도

상호작용 충분성

충실도

내용만족도

보상만족도

지원만족도

목표달성도

전문가

(Professional)

합리성

목표타당성

전문성

운영환경 적절성

평가체계성

목표달성도

개선계획수립

적절성

교육당국

(Authority)

목표 부합도

계획 체계성

계획실현성

학교의 지원

충분성

만족도

교육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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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대효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을 실제 적용하는데

따르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의 의견을 바탕으로한 운영단계별 평가가

진행되므로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은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4가지 집단의 의

견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평소에 간과할 수 있었던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평가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행된다(Fetterman, 1996).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은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집단이 평가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민주적으로 진행

되며 이해당사자의 평가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평가의 활용이 활발해진다. 이해당사자의 평가에 대한 관심 및 참

여도와 함께 평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평가에 참여했을 때 더 많은 평가 활용이 이루어졌다는 결과

를 보고되었다(Cullen, 2009; Greene, 1988; Patton, 1986).

넷째,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개발된 평가모형은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로서 비교과 인증제

평가지표로 활용가능하다. 기존의 비교과 인증제는 평가 주체가 주로 실무

자로 구성된 총괄평가가 실시되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별 운영단계 평가

가 적용된 비교과 인증제를 실시한다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가능

해짐으로써 프로그램의 개선 및 내실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의 활용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면적, 종합적,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개선 및 효율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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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한 PUPA 모형을 적용하

여 실제적이고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D대학의 실제 사례에 적용

하여 개발한 평가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1-1.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시 고려해야할 이해당사자는

누구인가?

1-2.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시 고려해야할 운영단계는 무

엇인가?

둘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

표는 무엇인가?

2-1.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공급자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2-2.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수요자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2-3.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전문가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2-4.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교육당국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2-5.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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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을

D대학에 적용한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3-1.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3-2.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에 따른이해당사자별

평가 점수의 차이는 어떠한가?

이 연구의 대상 프로그램은 수도권 소재 D대학에서 재학생들을 대상

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D대학은 2019학년도 기준 전

체 665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6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의 구성 요인은 이해당사자 관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이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의 이해당사자

는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공급자(Provider: P1)는 대학의 비교과 프

로그램의 운영 담당자로 비교과 운영부서 소속의 연구원, 조교를 대상으

로 하였으며, 학생 지도 및 안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강사로 명명하였다.

수요자(User: U)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전문가(Professional: P2)는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를 담당하는 운영 부서 소속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당국

(Authority: A)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관리 및 총괄하는 대학 본

부 관계자로서 대학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를 계획(Plan: P),

실행(Implementation: I), 성과(Outcome; O)의 3단계로 설정하였다. 대학

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모형은 이해당사자 4그룹과 운영단계 3개의

조합으로 총 12개의 평가매트릭스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문헌연

구와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및 문항

을 개발하기 위해 성과분석 및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예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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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표 및 문항을 정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 대상은 운영담당 강사

(공급자) 3명, 참여 학생(수요자) 24명, 기획 담당 교수(전문가) 2명, 대

학 보직자(교육당국) 2명을 선정하였다. 총 31명의 이해당사자를 대상으

로 온라인 개방형 설문, FGI, 1:1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12개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의 1차안을 도출하였다. 평가지표

및 문항의 1차안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교육평가 전공자인 박사 3

명, 박사 과정생 3명과 대학의 비교과 업무담당자 4명으로 구성된 총 10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각 평가지표의 타당도를 5

점 척도 점수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내용타당도의 평균이 3.5점

이하인 평가지표는 삭제하였다.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공급자

의 평가지표 11개와 평가문항 16개, 수요자의 평가지표 10개와 평가문항

12개, 전문가의 평가지표 7개와 평가문항 7개, 교육당국의 평가지표 6개

와 평가문항 6개가 최종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 대상의 비교과 프로그램 최종 평가지표는 11개(계획 4개, 실행

4개, 성과 3개)로 제시하였다.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P1-P)

에서는 절차적 타당성, 체계성, 실현가능성, 자원충분성을, 공급자의 실행

단계(P1-I단계)에서는 과정적절성, 계획실현성, 운영충실도, 상호작용 충

분성을, 공급자의 성과단계(P1-O)에서는 업무만족도, 목표달성도, 효율성

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수요자(학생) 대상의 비교과 프로그램 최종 평가지표는 개방형 설문

및 FGI 결과를 반영하여 10개(계획 3개, 실행 3개, 성과 4개)로 제시하였

다. 수요자의 계획단계(U-P)에서는 자발성, 계획성, 다양성을, 수요자의

실행단계(U-P)에서는 참여도, 상호작용 충분성, 충실도를, 수요자의 성과

단계(U-O)에서는 개인 차원의 만족도, 목적 달성도를 평가지표로 설정

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비교과 프로그램 최종 평가지표는 7개(계획 2개, 실행

3개, 성과 2개), 평가문항 7개(계획 2개, 실행 3개, 성과 2개)로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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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의 계획단계(P2-P)에서는 합리성, 목표타당성을, 전문가의 실

행단계(P2-I)에서는 전문성, 운영환경 적절성, 평가체계성을, 전문가의 성

과단계(P2-O)에서는 목표달성도, 개선계획수립 적절성을 평가지표로 설

정하였다.

교육당국(대학 보직자)대상의 비교과 프로그램 최종 평가지표는 6개

(계획 2개, 실행 2개, 성과 2개)로 제시하였다. 교육당국의 계획단계

(A-P)에서는 목표 부합도, 계획의 체계성을, 교육당국의 실행단계(A-I)

에서는 계획 실현성, 학교의 지원 충분성을, 교육당국의 성과단계(A-O)

에서는 집단 차원의 만족도, 교육목표 달성도를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 및 문항의 개발 후 이해당사

자 50명(공급자 13명, 수요자 17명, 전문가 10명, 교육당국 10명)을 대상

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한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

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관성 비율이 0.2 이상인 3건(학생 2건, 직원

1건)을 제외하여 총 47명의 평가결과를 분석하였다. AHP를 활용한 평가

지표의 중요도 평가 결과 모든 이해당사자 집단에서 성과단계가 가장 높

은 중요도를 가지며, 다음으로 실행단계, 계획단계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급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계획단계(P1-P)에서 실

현가능성(.39), 실행단계(P1-I)에서 상호작용(.36), 성과단계(P1-O)에서 목

표달성(.46)이 가장 높았다. 수요자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는 계획단계(U-P)에서 자발성(.53), 실행단계(U-I)에서 충실도(.47), 성과

단계(U-O)에서 목표달성(.47)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계획단계(P2-P)에서 목표타당성(.54), 실행단계(P2-I)

에서 전문성(.43), 성과단계(P2-O)에서 목표달성이 가장 높았다. 교육당

국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는 계획단계(A-P)에서 계획체계

성(.57), 실행단계(A-I)에서 계획추진(.59), 성과단계(A-O)에서 만족도

(.62)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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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해당사자별 자기보고식 평가의 참여 대상은 공급자 21명,

수요자 25명, 전문가 14명, 교육당국 12명으로 총 72명이다. 학생 대상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 검사의 참여자는 총 223명이다. 심층면담의 참

여 대상은 공급자 2명, 수요자 3명, 전문가 2명, 교육당국 2명의 총 9명

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당사자별 자기보고식 평가 점수의 결과는 상이하였으며 구

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급자(P1) 평가지표의 Cronbach’s α값

은 0.785로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하였으며 공급자의 종합평가점수는 3.57

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공급자의 운영단계별 평가점수는

실행단계가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단계가 3.51점, 계획단계가

3.38점으로 나타났다. 수요자(U) 평가지표의 Cronbach’s α값은 0.846으로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하였으며 수요자의 종합평가점수는 3.54점으로 ‘보

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수요자의 운영단계별 점수는 실행단계가

3.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단계가 3.56점, 계획단계가 3.13점으로 나

타났다. 학생대상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단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

여한 후 6개의 핵심역량(의사소통, 자기주도, 문제해결, 전문지식, 협력헌

신, 세계시민)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문가(P2)

평가지표의 Cronbach’s α값은 0.728로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하였으며 전

문가의 종합평가점수는 3.92점으로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전문가

의 운영단계별 점수는 계획단계가 4.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행단계가

3.96점, 성과단계가 3.86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A) 평가지표의

Cronbach’s α값은 0.840으로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하였으며 교육당국의

종합평가점수는 4.06점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교육당국의 운영단

계별 점수는 계획단계가 4.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과단계가 4.07점,

실행단계가 3.95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해당사자별 심층면담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급자 대상

심층면담 결과 프로그램 운영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충족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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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적하였으며 운영 업무의 과중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공급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도가 80% 수준이라고 평가하였

다. 수요자 대상 심층면담 결과 학생들의 자발성과 다양한 참여를 위해

요구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나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보

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비

교과 프로그램 평가체계는 마련되었으나 부서간 활용 정도의 차이가 존

재하므로 평가체계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전문가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80% 이상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교육당국 심층면담결과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실행, 성과단

계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 결과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종합평가점수

를 산출하고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해당사자별 종합 평가점수는 교육

당국(4.06점), 전문가(3.92점), 공급자(3.57점), 수요자(3.54점)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평가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453, p<0.01). 프

로그램 운영단계별 평균점수는 실행단계(3.90점), 성과단계(3.75점), 계획

단계(3.71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4.682,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보다 심층적인 대학의 비교과 프

로그램의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과 운영단계를 고려

한 프로그램 평가가 실시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의 메

타평가를 실시한 결과 목적부합성, 실행적합성, 정보정확성, 보고충실성,

교육본위성 평가준거에 맞게 모형이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평가모형이 타당하며 실제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D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점수 결

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점수를 5점

만점기준 매우 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D대학은 4개는 우수, 8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별 평가점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해당사자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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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의 개선

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새롭게 개발된 평가모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을 평가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평가에 대한 관심 및 참여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한 민주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로서 비교과 인증제 평가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다

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단계별 프로그램 평

가가 이루어진다면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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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평

가를 위해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평가모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실

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확대 및 평가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늘

어나고 대폭 확대되었으나 결과 위주의 양적 평가가 강조된 것이 현실이

다. 프로그램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관점과 운영단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단계

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의 점검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공정하게 반영하며 교육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절적한 개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평가모형 활용시 프로그램 목표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활용 가능하며 실용적인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의 핵심적이고 일반화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

므로 제시된 평가지표 및 문항은 대학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맞게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다양

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은 특강과 같은 1

회 참여형, 스터디 그룹과 같은 한학기 이상 프로그램, 경진대회나 공모

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규모도 서로 다르다. 이와같이 프

로그램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를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개발 및 수정하여 평가모형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단기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평가지표를 더욱 간소화할

수 있고, 한 학기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의 경우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

는 평가지표 및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교과 인증제와 같은 프로그램 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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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 성과 분석을 위해 비교과 인증제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

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비교과 인증제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목적

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증을 통해 프로그램을 등급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증 기준에 부합한 경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혜택을 제공

하고 인증 기준에 미흡한 경우는 컨설팅 및 개선 노력을 통해 재인증 심

사를 받게 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비교과 인증 평가의 주체는 프로그

램 운영관계자인 공급자 또는 교육당국에 국한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수

요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 주체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및 전담 인력의 확보,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평가 관리 주체를 마련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교과 운영과 관리를 통합한 부서를 신설하고 학

교의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시

행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해 실질

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운영

단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고

려되지 못하고 프로그램 공급자와 운영자의 입장에서 평가되어 왔다. 또

한 프로그램이 계획, 실행, 성과단계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평가는

성과단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

루어지기 보다는 총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정 평가가 간과될 수 있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한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새롭게 개발한 평가지표를 실제 대학의 사례에 적용

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평가모형을 완성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D대학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양적 연구를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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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활용한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의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별 가중치

를 부여하였다. 실제 적용이 용이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셋째, 새롭게 개발된 평가모형의 평가지표는 비교과 인증 평가에 활용

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평가를 통

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류 및 개선계획을 세워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

게 된다. 즉, 이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모형은 프로그램의 질관리 및 개선

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D대학의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

였다. 단, 평가 대상이 한 학교로 국한되어 대표성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많은 대학의 사례에 적용하여 다양한 결과 분석을 추가

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용이하게 활용 가능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계획, 실행, 성과단계별 평가 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운영 기간이 길고 상대적으

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중장기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프로그

램 평가 시기를 운영 순서에 따라 계획단계에서 진단평가, 실행단계에서

형성평가, 성과단계에서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연구 설계를 추가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시 수요자 관점의 목표달성

지표(핵심역량의 향상)와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평가를 두가지의 유형으

로 실시하여 핵심역량 향상에 대한 평가점수와 핵심역량 사전, 사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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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검사의 결과로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시 다수의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

로 두가지의 평가를 실시하여 둘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평가모형의 현장 적용을 목적으로 평가지표를 개

발하여 전문가 협의회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나 문항의 구성타당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많은 사례 수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

를 통해 평가지표 및 평가문항의 구성 요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을

더욱 확장하여 교과 과정의 평가에 응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교과 과정

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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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1] 심층면담지(공급자)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

1) 비교과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의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3)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4) 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5)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십시오.

6) 인력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십시오.

7)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주세요.

2.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1)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적을 관리자, 운영자, 학생의 차원으로 구분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보다 나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3) 성공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의 조건을 관리자, 운영자, 학생의 차원으로 구분한다면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준거는 무엇이 있을지 우선순위 3가지를 선

택 부탁드립니다.

5)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이 개발된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비교과 프로그램 향후 계획

1) 향후 소속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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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1] 개방형 설문지(수요자)

1.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

1)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

2) 비교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3) 비교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4)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비교과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비교했을 때 대학생활이 달라졌나요?

2.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1)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명과 장점을 상세히 기술해주

세요(프로그램 개수 제한 없습니다).

2)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명과 장점을 상세히 기

술해주세요(프로그램 개수 제한 없습니다).

3)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교과활동에 도움이나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4)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준비에 도움이나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5)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역량강화에 도움이나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6)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나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7)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교우관계에 도움이나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8)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목적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관

심이 생겼나요?

3.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사항

1)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양’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나요? 만약 있었다면 개선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계획

1) 향후 참여하고 싶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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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2] FGI 면담지 (수요자)

1)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교과활동에 도움이나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2)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준비에 도움이나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3)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역량강화에 도움이나 영향을 준 점이 있었나요?

4) ‘좋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양’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 동료나 후배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다면 간단히 소개부

탁드립니다.

7) 비교과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평가단계 평가목적 평가지표

계획평가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목표 명료화

계획의 적절성

프로그램 품질

실행평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문제점 확인을 통

한 프로그램 개선
학생 참여도

성과평가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판단 및 프로그램 지

속여부 결정

프로그램 장,단점

학생 만족도

학생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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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심층면담지 (전문가)

1)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연구를 하시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

엇이었습니까?

3) 성공적인 비교과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적을 관리자, 운영자, 학생의 차원으로 구분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전문가 입장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각 단계(계획, 실행, 성과 단계) 별로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비교과 프로그램 목적
관리자 측면
운영자 측면
학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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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심층면담지 (교육당국)

1. 비교과 정책

1) 비교과 정책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2) 비교과 정책이 학교의 교수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3) 국가에서 비교과 정책을 지원하는 정도는 어떤 수준이라고 인식하시며, 비교과 프로

그램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소속 대학에서 비교과 정책을 지원하는 정도는 어떤 수준이라고 인식하시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1)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 측면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1)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적을 관리자, 운영자, 학생의 차원으로 구분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보다 나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3) 성공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의 조건을 관리자, 운영자, 학생의 차원으로 구분한다면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준거는 무엇이 있을지 우선순위 3가지를

선택 부탁드립니다.

5)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모형이 개발된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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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최종 평가지표 (공급자)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공

급

자

(P1)

계획

(P1-P)

절차적

타당성

· 과거 프로그램 실행 평가 결과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

였는가?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가?

내용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가?

실현가능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계획은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였는가?

자원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예:운영

인원, 행정지원 등)은 충분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물적자원(예:장학

금, 예산 등)은 충분하였는가?

실행

(P1-I)

과정적절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및 학습 전략이 적절하

였는가?

계획실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가?

운영충실도
· 운영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충

실히 참여하였는가?

상호작용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원활

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

로 대응하였는가?

성과

(P1-O)

업무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가?

목표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 만족도 점수를 달

성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 수료율을 달성하

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역량이 향상되었는가?

효율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자원투자 대비 효율적

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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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최종 평가지표 (수요자)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수

요

자

(U)

계획

(U-P)

자발성 · 비교과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계획성 ·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다양성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실행

(U-I)

참여도 ·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상호작용

충분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와 활발하게 소통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간 활발하게 소통하였는가?

충실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과제 및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

는가?

성과

(U-O)

내용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내용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보상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보상(예: 마일리지, 지원금, 장학

금 등)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지원만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

러웠는가?

목표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얻고자 한 목적(예: 학습전

략, 학습동기 향상 등)을 달성하였는가?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역량이 향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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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최종 평가지표 (전문가)

[부록 2-4] 최종 평가지표 (교육당국)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전

문

가

(P2)

계획

(P2-P)

합리성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

목표타당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실행

(P2-I)

전문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운영환경

적절성

· 비교과 운영에 필요한 환경(예: 행정적, 물질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성과

(P2-O)

목표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예: 참여자 만족도, 수료율, 역량

향상 등)가 달성되었는가?

개선계획수

립 적절성
·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선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관점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교

육

당

국

(A)

계획

(A-P)

교육목표

부합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

역량에 부합하는가?

계획체계성
· 비교과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이 수립되어 있는가?

실행

(A-I)

계획실현성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학교의 지원

충분성

·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예산 및 자

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가?

성과

(A-O)

만족도
·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

족하는가?

교육목표

달성도

·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

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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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AHP를 활용한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지 (공급자용)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연구원, 조교)의 입장에서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평가할 때, 짝지어진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
각하시는지 표기부탁드립니다.

가) 프로그램 계획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절차적 타당성 : 프로그램 계획 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는가?

내용체계성: 프로그램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었는가?

실현가능성: 프로그램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한가?

자원충분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한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절차적 타당성 9 7 5 3 1 3 5 7 9 내용체계성
절차적 타당성 9 7 5 3 1 3 5 7 9 실현가능성
절차적 타당성 9 7 5 3 1 3 5 7 9 자원충분성
내용체계성 9 7 5 3 1 3 5 7 9 실현가능성
내용체계성 9 7 5 3 1 3 5 7 9 자원충분성
실현가능성 9 7 5 3 1 3 5 7 9 자원충분성

나)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내용적절성: 프로그램 내용 및 학습전략이 적절하였는가?

계획실현성: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대로 실현되었는가?

운영충실도: 운영자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실행하였는가?

상호작용충실도: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였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내용적절성 9 7 5 3 1 3 5 7 9 계획실현성
내용적절성 9 7 5 3 1 3 5 7 9 운영충실도
내용적절성 9 7 5 3 1 3 5 7 9 상호작용충실도
계획실현성 9 7 5 3 1 3 5 7 9 운영충실도
계획실현성 9 7 5 3 1 3 5 7 9 상호작용충실도
운영충실도 9 7 5 3 1 3 5 7 9 상호작용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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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성과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업무만족도: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만족하는가?

목표달성도: 프로그램 목표 만족도, 수료율을 달성하였는가?

효율성: 프로그램 운영이 자원투자 대비 효율적이었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업무만족도 9 7 5 3 1 3 5 7 9 목표달성도
업무만족도 9 7 5 3 1 3 5 7 9 효율성
목표달성도 9 7 5 3 1 3 5 7 9 효율성

라) 프로그램 단계
<평가지표>

계획평가: 프로그램 실시 전 내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민주성, 목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실행평가: 프로그램 운영 과정 단계에서 프로그램 실행의 적절성, 실현성,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성과평가: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및 목적 달성, 만족도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계획평가 9 7 5 3 1 3 5 7 9 실행평가
계획평가 9 7 5 3 1 3 5 7 9 성과평가
실행평가 9 7 5 3 1 3 5 7 9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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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AHP를 활용한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지 (수요자용)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자(참여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단
계별로 평가할 때, 짝지어진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표기부탁드립니다.

가) 프로그램 계획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자발성: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계획성: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다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자발성 9 7 5 3 1 3 5 7 9 계획성

자발성 9 7 5 3 1 3 5 7 9 다양성

계획성 9 7 5 3 1 3 5 7 9 다양성

나)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참여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상호작용충실도: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동료 학생 간 활발하게 상호작용하였는가?

충실도: 프로그램 과제 및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참여도 9 7 5 3 1 3 5 7 9 상호작용충실도

참여도 9 7 5 3 1 3 5 7 9 충실도

상호작용충실도 9 7 5 3 1 3 5 7 9 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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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성과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내용만족도: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는가?

보상만족도: 프로그램 보상(예: 마일리지, 장학금, 지원금 등)에 만족하는가?

지원만족도: 프로그램 운영자의 지원이 만족스러웠는가?

목적달성도: 프로그램 참여로 얻고자 한 목적(예: 보상, 역량 향상 등)을 달성하였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내용만족도 9 7 5 3 1 3 5 7 9 보상만족도
내용만족도 9 7 5 3 1 3 5 7 9 지원만족도
내용만족도 9 7 5 3 1 3 5 7 9 목적달성도
보상만족도 9 7 5 3 1 3 5 7 9 지원만족도
보상만족도 9 7 5 3 1 3 5 7 9 목적달성도
지원만족도 9 7 5 3 1 3 5 7 9 목적달성도

라) 프로그램 단계
<평가지표>

계획평가: 프로그램 실시 전 내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민주성, 목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실행평가: 프로그램 운영 과정 단계에서 프로그램 실행의 적절성, 실현성,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성과평가: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및 목적 달성, 만족도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계획평가 9 7 5 3 1 3 5 7 9 실행평가
계획평가 9 7 5 3 1 3 5 7 9 성과평가
실행평가 9 7 5 3 1 3 5 7 9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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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 AHP를 활용한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지 (전문가용)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가(교수, 직원)의 입장에서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단
계별로 평가할 때, 짝지어진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표기부탁드립니다.

가) 프로그램 계획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합리성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

목표타당성: 프로그램의 목표가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합리성 9 7 5 3 1 3 5 7 9 목표타당성

나)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전문성: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운영환경적절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물적, 인적 자원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체계성: 프로그램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전문성 9 7 5 3 1 3 5 7 9 운영환경적절성
전문성 9 7 5 3 1 3 5 7 9 평가체계성

운영환경적절성 9 7 5 3 1 3 5 7 9 평가체계성



- 182 -

다) 프로그램 성과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목표달성도: 프로그램의 목표(예: 참여자 만족도, 수료율, 역량 향상 등)가 달성되었는가?

개선계획수립 적절성: 프로그램의 개선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목표달성도 9 7 5 3 1 3 5 7 9 개선계획수립

적절성

라) 프로그램 단계
<평가지표>

계획평가: 프로그램 실시 전 내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민주성, 목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실행평가: 프로그램 운영 과정 단계에서 프로그램 실행의 적절성, 실현성,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성과평가: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및 목적 달성, 만족도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계획평가 9 7 5 3 1 3 5 7 9 실행평가
계획평가 9 7 5 3 1 3 5 7 9 성과평가
실행평가 9 7 5 3 1 3 5 7 9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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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4] AHP를 활용한 평가지표 중요도 평가지 (교육당국용)

비교과 프로그램 총괄 및 관리자의 입장에서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단계별
로 평가할 때, 짝지어진 두 요소 중 어느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
는지 표기부탁드립니다.

가) 프로그램 계획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목표부합도: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대학의 이념(예: 인재상, 핵심역량 등)에 부합하는가?

계획체계성: 프로그램은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목표부합도 9 7 5 3 1 3 5 7 9 계획체계성

나)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계획실현성: 학교는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학교의지원 충분성: 학교는 프로그램에 예산 및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계획실현성 9 7 5 3 1 3 5 7 9 학교의지원

충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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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성과단계에서의 평가 영역
<평가지표>

만족도: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목표달성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만족도 9 7 5 3 1 3 5 7 9 목표달성도

라) 프로그램 단계
<평가지표>

계획평가: 프로그램 실시 전 내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민주성, 목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실행평가: 프로그램 운영 과정 단계에서 프로그램 실행의 적절성, 실현성,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성과평가: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효과 및 목적 달성, 만족도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요인 A
A가 더 중요       ←  동일  →        B가 더 중요

요인 B극히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극히
중요

계획평가 9 7 5 3 1 3 5 7 9 실행평가
계획평가 9 7 5 3 1 3 5 7 9 성과평가
실행평가 9 7 5 3 1 3 5 7 9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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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1]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지 (공급자용)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연구원, 조교)의 입장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평
가하신 후, 표시해 주십시오.
(1:전혀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단
계 문항 1 2 3 4 5

계
획

1.과거 프로그램 실행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까?
2.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까?
3.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4.비교과 프로그램의 계획은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였습니까?
5.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예:운영인원, 행정
 지원 등)은 충분하였습니까?
5-1.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                                                                         )
6.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물적자원(예:장학금, 예산 등)
 은 충분하였습니까?
6-1.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                                                                         )

실
행

7.비교과 프로그램의 내용 및 학습 전략이 적절하였습니까?
8.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대로 실행되었습니까?
9.운영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까?
10.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였습니까?
11.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   
  였습니까?

성
과

12.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3.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목표 만족도 점수를 달성하였습니까?
13-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                                                             )
13-2.목표 만족도를 몇 % 달성하였습니까? (      )%
14.비교과 프로그램 목표 수료율을 달성하였습니까?
14-1.목표 수료율을 몇 % 달성하였습니까? (      )%
15.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역량이 향상되었습니까?
16.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자원투자 대비 효율적이었습니까?
16-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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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지 (수요자용)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자(참여 학생)의 입장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
하신 후, 표시해 주십시오. 
(1:전혀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단
계 문항 1 2 3 4 5

계
획

1.비교과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2.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3.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3-1.몇 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        )개

실
행

4.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5.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와 활발하게 소통하였습니까?
6.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 간 활발하게 소통하였습니까?
7.비교과 프로그램의 과제 및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까?

성
과

8.비교과 프로그램 내용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8-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9.비교과 프로그램의 보상(예: 마일리지, 지원금, 장학금 등)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9-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0.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자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10-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1.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얻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였습니까?
11-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2.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역량이 향상되었습니까?
12-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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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3]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지 (전문가용)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가(기획 담당자, 교수)의 입장에서, 본교의 비교과 프로그
램에 대해 평가하신 후, 표시해 주십시오. 
(1:전혀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단
계 문항 1 2 3 4 5

계
획

1.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습니까?
2.비교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타당하게 수립되었습니까?

실
행

3.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전문성을 갖추었습니까?
4.비교과 운영에 필요한 환경(예: 물적, 인적 자원 등)이 마련되
어 있습니까?
4-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                                                                     )
5.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
과

6비교과 프로그램(예: 참여자 만족도, 수료율, 역량 향상 등)의 
목표가 달성되었습니까?
6-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7.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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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4]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지 (교육당국용)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
비교과 프로그램 총괄 및 관리직원의 입장에서, 본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신 후, 표시해 주십시오.

(1:전혀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단

계
문항 1 2 3 4 5

계

획

1.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부합하였습니까?
2.비교과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까?

실

행

3.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4.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예산 및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4-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                                                                     )

성

과

5.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5-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6.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였습니까?

6-1.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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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ost universities are actively operating extracurricular

programs to establish a core competency-based educ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re are the largest number of extracurricular programs

for students to successfully perform their learning,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continues to increase.

Interest in the performance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 is

increasing.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assessment

system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and quality improvement of

the program. Accordingly, the study developed a model to evaluate a

university's extracurricular program and applied them to actu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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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will the evaluation model of the university's

extracurricular program be organized?

Second, what are the evaluation indexes by stakeholders (Provider,

User, Proffessional, Authority) based on the operational phase(Plan,

Implementation, Outcome) of extracurricular program of the

university?

Third, what is the result of applying the model for evaluation of

stakeholders (Provider, User, Proffessional, Authority) based on the

operational phase(Plan, Implementation, Outcome) of extracurricular

program of the university to D university?

The university's extracurricular program evaluation model is based

on the stakeholder's perspective and the program's operational phase.

The stakeholders are composed of four groups of Provider(P1),

User(U), Professional(P2), and Authority(A) according to the PUPA

model of Sun-Geun Baek(2006). The program's operational phase

consisted of three stages: Plan(P), Implementation(I), and Outcome(O).

As a result, a total of 12 assessment matrices were formed

combining four groups of stakeholders and three phases of operation.

In order to develop evaluation indexes, prior studi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education policies and programs were analyzed. In

addition, 3 instructors(P1) in charge of operation, 24 students(U), 2

professors(P2) in charge of planning, and 2 university staff(A) were

selected as stakeholder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the program. An online open-ended questions, FGI(Focus Group

Interview),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31

stakeholders to derive evaluation indexes. In order to ver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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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of the first evaluation index and questions derived, a total of

10 experts' consultations were held, consisting of 3 Ph.D., 3 Ph.D.

graduates, and 4 in charge of comparison programs. Thus, a total of

34 evaluation indicators and 41 questions were developed and

justified.

The provider's evaluation indexes totaled 11, with the planning

phase(P1-P) indicators composed of the democratic establishment of a

plan, content systemality, feasibility, and resource sufficiency, and the

implementation phase (P1-I) evaluation indexess composed of process

adequacy, plan feasibility, operational fidelity, the sufficiency of

interaction, and outcome phase(P1-O) consisted of task satisfaction,

goal attainment, and efficiency. The user’s evaluation indexes totaled

10, with the planning phase(U-P) composed of spontaneity, planning

and diversity, and the evaluation indexes for the implementation

phase(U-I) composed of participation, the sufficiency of interaction,

fidelity, and outcome phase(U-O) composed of satisfaction,

compensation satisfaction, support satisfaction, and goal attainment.

The professional’s evaluation indexes totaled 7, with the planning

phase(P2-P) composed of rationality, target validity and the evaluation

indexes for the implementation phase(P2-I) composed of expertise,

appropriateness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systematic evaluation,

and outcome phase(P2-O) composed of goal attainment and

appropriateness of the improvement plan. The authorities evaluation

indexes totaled 6, with the planning phase(A-P) composed of

compliance with the educational objective, systematic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hase(A-I) composed of plan feasibility, sufficient

support from the school, and outcome phase(A-O) composed of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of the educational objective.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newly develope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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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es, an evaluation was conducted on a total of 50 people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results of the importance

assessment using AHP showed that the outcome phase had the

highest importance in all stakeholder groups, followed by the

implementation phase and the plan phase. In addition,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evaluation indexes for each stakeholder were

analyzed and presented.

The evaluation model was applied to evaluate the self-reporting

assessment(72 persons in total) and the in-depth interview(9 persons

in total)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 of the D University. In

addition, core competency pre and post diagnosis tests (223 persons

in total) were conducted for students. As a result of the

self-reporting assessment, the overall score was different for each

stakeholder. The overall score of assessment by stakeholder(a perfect

score of 5) was followed by Authority(4.06 points), Professional(3.92

points), Provider(3.57 points), and User(3.54 points), with differences

in assessment scores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F=5.453, p<0.01).

The assessment scores for each operational phase were followed by

the Implementation phase(3.90 points), the Outcome phase(3.75 points),

and Plan phase(3.71 points), with differences in the assessment scores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F=4.682, p<0.01).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pre and post diagnosis examination of the core competencies

for students showed that all core competencies have been improv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program 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perspectives and operatinal

phase for the evaluation of a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of

the university's extracurricular program.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veloped and applied an

evaluation model of a program of he university's extracurr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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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hat is actually available. Evaluation models and evaluation

indexes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provide guidelines for practical

and specific program evaluation and will be used as a tool for quality

control and improvement of programs.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follow-up research for systematic program evaluation by diversifying

evaluation models and indexes,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and

timing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

keywords : Extracurricular Program, Evaluation Model, Stakeholder’s Perspective,

Operational Phase

Student Number : 2016-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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