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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지방 분권화되는 교육현장에 “정말 쓸모 있는” 교육정책평가의 이론적 모델로
서 실재론적 평가의 철학적 기반과 연구방법론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먼저 실재론
적 평가의 이론적 기반인 비판적 실재론의 독특한 세 가지 철학적 가정들을 논의하였다. 비
판적 실재론은 1) ‘층화된 존재론’을 가정하여 숨겨진 메커니즘을 찾아 교육정책 평가에서
인과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 ‘복잡한 개방 체계’를 상정하여, 복잡한 교육 현실을 반
영한 현실적합성을 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3)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평가)지
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방법론을 연구 문
제, 연구의 목적, 연구 대상과 연구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재론적 평가의 독특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정책평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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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평가연구(김광혁 임윤섭, 2015)를 실례로 들어 설명하였
다. 실재론적 평가는 ‘무엇이 작동하는가? (혹은 작동하지 않는가?) 누구를 위해? 어떤 환경
에서?’라는 기본 연구 질문으로 시작한다. 실재론적 평가는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면서
‘맥락-메커니즘-결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론들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의 경험적 증거들과
비교분석하면서, 프로그램 이론들을 검증하고 다듬는다. 실재론적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
이론들을 축적하여 정책 투입으로 인해 왜,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결과들이 발생하였는지
정책 개선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설명’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교육정책평가가
정책개입이 ‘작동하였는가? 안하였는가?’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개별 교육정책프로그램의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류 평가모형과 차별된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교육정책평가

ㆍ

모델로서 실재론적 평가의 유용성과 이론적 실천적 제약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교육정책평가, 실재론적 평가, 정책평가 이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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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이성회(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한국교육개발원, amy44cam@gmail.com)
DOI : 10.32465/ksocio.2018.28.3.004

†

98

교육사회학연구 제28권 제3호

Ⅰ. 서론
교육정책평가는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에 대한 기본 지침[교육정책
프로그램]에 관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바탕으로 그 합리성을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한다”(정일환, 1995: 101). 또한 교육정책평가는 과학적인 측정과 검증뿐만 아니라 “반성
적 사고방식을 본질로 하는 합리적 준거에 의한 가치 판단을 내포하며, 교육정책의 순환
과정의 하나로 파악된다”(김종철, 1990, 정일환, 1995: 101에서 재인용). 사회적 통념상 교
육정책과정은 보통 교육정책프로그램의 의제설정, 결정, 집행, 평가, 환류(혹은 정책 종결)
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윤영근, 2012). 이러한 교육정책과정 중에서, 교육정책평가는 교
육정책프로그램의 의제설정과 결정, 집행이 일어난 ‘이후의’ 집행과정 혹은 정책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지적 활동을 의미한다(정일환, 1995). 따라서 교육정책‘평가’
를 주요 논의로 하는 본 연구의 범위는 정책프로그램의 의제설정과 결정의 정책 기획 단
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이미 집행된’ 정책프로그램의 평가와 환류에 대한 논의로 한
정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국책연구기관에서 교육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고민하게 된 정책
(평가)연구자의 공공연한 세 가지 비밀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 공공연한 비밀은 교육정
책‘평가’ 연구가 도외시되는 데 따르는 만성적 기억상실증의 문제였다. 이는 기존 교육정
책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다는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의 ‘기획(정책 의제설정 및 결정)’에
치중한 교육정책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현실과 관련이 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권
이 제시하는 급진적 교육 혁신과 미래교육 비전을 내세우는 연구들이 정책의 기획을 다
루는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우리는 그동안 무수히 시도해본 교육정책프로그램들의 꾸준
한 실패와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진지한 평가와 반추를 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온당한
정책평가와 환류로 이어지지 않는, 위의 다섯 단계(의제설정, 결정, 집행, 평가, 환류) 중
에 정책 의제설정과 결정, 집행 사이만을 맴도는 무한루프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마치
만성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집단들처럼 행동하게 된다. 정책평가를 통한 정책프로그램
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메타 지식과 이론을 축적하지 못한 채, 정책담당자와 정책연구자
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정책집행과 정책연구의 현실이다. 이러한 만성적 기억상실증을 촉
진하는 정책 생산의 구조 속에서 겉은 새롭게 보이지만 사실 속은 전혀 새롭지 않은 교육
정책프로그램들1)이 재생산되는 것은 교육정책연구자들이 고뇌하는 공공연한 비밀 중의
1)

일례로 1990년대의 민주화, 세계화 시대에 화두로 떠올랐던 ‘열린교육 정책’과, 20여년이 지난
2018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정책’의 담론들은 놀랍도록 유사한 점이 많다(박경
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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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다. 둘째, 교육정책프로그램의 ‘성공’보다는 ‘성과’를 우선순위에 두는 연구 풍토이
다. “정책[프로그램]의 성공이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의 오차를 수
정해 가는 것이다”(윤영근, 2012: 16). 정책결정과 집행 단계부터 정책프로그램이 완벽하
게 기획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책 성과란 “조직이나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의 결과물”이다(이은미 외, 2012: 21). 많은 교육정책
평가 연구는 정책의 ‘성공’보다는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을 띤다. 특정 정책프로그램의
집행과정 중에서 드러난 오차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공’에 대한 연구보
다는, 특정 정책프로그램이 표적을 맞춘 특정 목표(예를 들어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얼
마나 성취하였는지에 대한 ‘성과’를 다루는 연구가 교육정책평가연구의 주류를 차지한다.

ㆍ

왜일까? 정책연구기관과 정책연구자들은 애초부터 중앙정부와 시 도교육청이 도입한 특
정 교육정책프로그램의 단기적 성과 혹은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책무성’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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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해당 교육정책프로그램을 직접 도입한 중앙정부와 시 도교육청으로부터 연구자
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금을 지원받는 정책평가연구를 수행할 때, 교육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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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성공을 중시하는 교육 논리보다는, 중앙정부와 시 도교육청이 도입한 특정 교육
정책프로그램의 단기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정치 논리가 종종 우세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교육정책연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딜레마이자 공공연한 비밀이다. 셋째, 교육정책평가
연구결과의 일반화된 현실 적용의 어려움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평가 연구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교육정책평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는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공교육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각의
지역사회가 처한 독특하고 다양한 맥락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평가의 목
적은 평가결과의 ‘일반화’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공공연한 비밀과 같이 교육정책평가 연구와 현장 사이의 현실
적인 불협화음이 왜 이리도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해마
다 쏟아지는 교육정책평가 연구의 현실에 대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고민과 의문에서 출발
하였다. 본 연구를 관통하는 연구자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
해 ‘정말 쓸모 있는’ 교육정책평가의 이론적 모델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정책평가 연구보고서를 고려할 때 연구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면, 교육정
책평가 연구와 현장의 부조화는 “좋은” 교육정책평가 연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정치가와 정책결정가의 문제일까? 아니면 정책평가 연구의 결과를 막상 현장에 환류하여
적용하지 않는 행정 관료와 교육실무자들의 문제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정책의 공급
자 대 수요자와 같은 이항 대립적인 틀 속에서 특정한 집단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소모
적이고 무효한 접근방식을 지양하고자 한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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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평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당연시

여기는

인식론(epistemology)과

방법론

(methodology)과 같은 연구자의 세계관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해결의 실마
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정책평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정한
철학적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Westhorp, 2014). 지금까지 국내 교육정책평가
연구가 기반을 둔 주류 철학적 가정은 실증주의 혹은 구성주의 둘 중에 하나였다. 연구자
의 세계관 혹은 철학적 가정은 교육정책평가 연구의 연구문제 설정과 연구방법 채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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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이성회 정바울, 2015). 연구자의 철학적 가정이 연구자가
어떻게 현실의 특성을 규정하고(존재론), 현실을 인식하는 지(인식론)를 규정하기 때문이
다. 즉 교육정책평가 연구자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따라 평가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을지,
어떻게 평가연구를 설계를 하고, 평가 방법을 선택할지가 결정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
의는 3장에서 제시함).
본 연구는 비판적 실재론이란 철학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 실재론적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판적 실재론은 지금까지 교육정책평가의 양대(兩對) 철학적 기반인 실증주의 철학
과 구성주의 철학의 양극단 사이의 길을 조정하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Pawson & Tilley, 1997).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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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평가 연구동향을 분석한 엄준용 정우진 이준희(2010)는 아직까지 교육정책
평가 자체를 검토하는 평가 이론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들
은 앞으로 교육정책평가에 대한 메타 이론적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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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엄준용 정우진 이준희, 2010). 다시 말해 교육정책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특정정
책[프로그램]의 진단과 개선, 효과나 공과의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주를

ㆍ

ㆍ

이루”어 왔다(엄준용 정우진 이준희, 2010: 29). 게다가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대부분
평가이론을 기초로 수행된 연구라기보다는 단순한 문헌분석이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현
재의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선언적 주장 형태의

ㆍ

ㆍ

연구가 많았다”(엄준용 정우진 이준희, 2010: 46).
교육정책평가 이론의 두드러진 부재 속에서, 실재론적 평가의 철학적 기반과 연구방법
론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주된 관심사로 삼은 본 연구는 특정 교육정책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화되는 교
육현장에 “정말 쓸모 있는” 교육정책평가의 이론적 모델로서 ‘실재론적 평가’의 철학적
기반과 연구방법론을 논의하는 데 있다. 공교육의 지방분권화가 강화됨에 따라, 다른 시

ㆍ도 교육청의 맥락에서도 호환이 가능한 평가 지식의 축적과 교육정책평가 이론(혹은 교
육정책평가틀)의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2011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로 평가업무가 이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이 좋은 예이다. 교복우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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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2003-2010)’이란 이름으로 중앙연구지원센터(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전체 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표를 개
발하여 전국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였다(이은미 외, 2012: 4). 하지만 2010년 말에 보통교

ㆍ

부금으로 사업 재원이 전환됨에 따라 평가를 포함한 성과관리를 2011년부터 각 시 도교
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왔다(ibid). 하지만, 2018년도에 이르러 서로 비교가 불가능

ㆍ

ㆍ

한 자체적인 평가지표를 사용하던 시 도교육청이 적어도 “각 시 도교육청이 최소한의
기준은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
로 전국 단위로 호환이 가능한 사업 평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다(김숙이, 2018). 따라서 지
방 분권화가 강화되는 교육 현장에 유용한 철학적 기반과 연구방법론을 담고 있는 실재
론적 평가를 대안적 교육정책평가의 이론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실재론적 평가를 개관한다. 3
장에서는 실재론적 평가가 바탕을 두고 있는 철학적 기반인 비판적 실재론의 독특한 세
가지 이론적 가정을 제시한다. 이 때 기존의 사회과학(혹은 교육정책평가)의 양대 철학적
패러다임인 실증주의, 구성주의와 비판적 실재론을 비교하여, 비판적 실재론의 철학적 독
특성을 부각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방법론 -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 연구 대상, 자료수집방법과 연구 절차 - 을 논한다. 실재론적 평가 연구방법론에 대

ㆍ

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교복우 평가 연구(김광혁 임윤섭, 2015)에 실
재론적 평가 연구방법론을 탐색적으로 적용한 실례(an illustrative case study)를 들어 설명
한다. 5장에서는 교육정책평가의 대안적 모형으로서 실재론적 평가의 유용성과 한계, 차
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실재론적 평가 개관
실재론적 평가는 영국의 사회학자인 Ray Pawson이 개발한 정책평가이론이다. 그는 현
재 Leeds 대학의 사회연구방법론(social research methodology)의 명예교수이다. Pawson은
지난 20여 년간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을 바탕으로 한 실재론적 정책평가의 이론
과 방법론을 개발해왔다2). 비판적 실재론은 영국의 철학자 Roy Bhaskar)가 1970년대 이
2)

Pawson & Tilley(1997)는 그들의 철학적 기반을 (비판적 실재론이 아닌) ‘과학적 실재론
(Scientific realism)’이라고 명명한다. 하지만 책의 본문에는 그들이 실재론적 평가의 원리를 개
발하는 데 주된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로 Roy Bhaskar, Margaret Acher와 같은 비판적 실재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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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발전시킨 사회과학 패러다임이다. 비판적 실재론은 실증주의 대 구성주의의 이항 대

ㆍ

립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 사회과학 모델로 평가받는다(이성회 정바울, 2015).
Bhaskar는 비판적 실재론을 통해 ‘층화된 존재론’, ‘개방 체계’,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가
정하였다. 층화된 존재론이란 실재(the reality)가 존재함을 인정하되 층화된 실재를 의미
한다. 개방 체계란 사회 현실이 살아 숨 쉬는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재생산하는 복
잡한 열린 체계임을 말한다. 상대적 인식론이란 실재는 불완전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비판적 실재론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
록 함).
따라서 Pawson의 실재론적 평가는 기술공학적 차원의 평가 방법이라기보다는, 비판적
실재론이란 사회과학 철학에 바탕을 둔 평가이론이자 평가방법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Pawson & Tilley (1997)는 Guba & Lincoln (1989)과 같은 사회구성주의 평가자들이
1990년대에 실증주의 평가를 급진적으로 비판하는 학문적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실재론적 평가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사회구성주의 평가를 사회과학에 살금살금 침투하는
상대주의(포스트모더니즘)의 위험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Pawson & Tilley, 1982). 그렇다
고 Pawson & Tilley가 실증주의 평가를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Pawson & Tilley는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을 실증주의와 급진적 구성주의의 양극단 사이의 길을 조정
하는 대안적인 철학적 기반으로 보고, 이에 근거한 실재론적 평가이론을 개발하였다.
Pawson은 Tilley와 함께 1997년에 ‘실재적 평가(Realistic Evaluation)’(Pawson & Tilley,
1997)를 출판하였다. 그 이후에, ‘증거기반 정책: 실재론적 관점(Evidence-Based Policy: A
Realist Perspective)’(Pawson, 2006), ‘평가의 과학: 실재론자 선언서(The Science of
Evaluation: A Realist Manifesto)’ (Pawson, 2013)를 차례로 펴냈다. Pawson의 실재론적 평
가는 최근에 들어 (1990년대 말부터 증거기반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였던) 영국의
보건의료 정책에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보건의료 (및 교육) 정책평
가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정책평가이론이다.
들을 언급하고 있다(Pawson & Tilley, 1997: 55-56). Pawson이 초기에 실재론적 평가를 개발할
당시 유럽 학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비판적 실재론의 전통에 영향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Pawson and Tilley, 1997: 55). 하지만 Pawson은 후기에 Roy Bhaskar의 규범적이
고 해방적인 예상치 못한 전환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명하면서, Bhaskar는 Pawson의 반영웅
(anti-hero)이 된다(Astbury, 2013: 391). 최근 Pawson은 방법론의 대가인 Donald T. Campbell이
주장하는 수정할 수 있는 실재론(corrigible realism)에 동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Pawson이 실재
론적 철학이 관념적 교리로 남기보다는, 응용 사회과학의 경험적 방법론(an empirical method)
으로 발전하길 원했음을 반영한다(Astbury, 2013: 391).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실재론적
평가가 비판적 실재론에 그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Astbury, 2013; Wo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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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론적 평가는 이론에 의해 주도되는 평가(theory-driven evaluation)이다. 이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교육정책프로그램(예를

들어

교복우)은

‘성육신한

이론(theory

incarnate)’이라는 관점을 반영한다(Pawson & Tilley, 1997). 왜냐하면 교육정책은 “그 중
심에 정책에 특정한 자원(resources)을 투입하면 참여자들의 추론(reasoning)에 변화를 가
져올 것이라는 가정(프로그램 이론)이 항상 깔려 있기 때문”이다(Astbury, 2013: 385). 예
를 들어 교복우란 교육정책프로그램에는 ‘교복우를 집행하면(교복우 관련 자원을 투자하
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교육, 정서, 건강 영역 등에서의 포
괄적인 발달(참여자의 추론의 변화)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가정(프로그램 이론)이 깔려있
다. 하지만 실재론적 평가는 미국 전통의 이론주도 평가(theory-driven evaluation)와 명확
히 구분된다. 왜냐하면 미국 전통의 이론주도 평가는 그것의 철학적 가정(존재론적, 인식
론적 가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침묵하기 때문이다(Astbury, 2013). 반면에 실재론적 평
가는 유럽의 비판적 실재론이란 과학 철학에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ibid). 따라서 실재론적 평가는 현실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인과 관계(causation)가 작동하는지를 비판적 실재론이란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러
한 철학적 가정들이 구체적으로 평가의 설계, 방법과 활용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Westhorp, 2014: 4).
그렇다면 실재론적 평가의 근간이 되는 비판적 실재론은 실증주의와 구성주의와 어떻
게 구분될까?

Ⅲ. 실재론적 평가의 철학적 기반: 비판적 실재론
1. 층화된 존재론과 인과성의 문제: 숨겨진 메커니즘 찾기
교육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연구문제는 주로 특정 정책프로그램의 개입이 “작동하느냐?
아니냐?(Does it work? or not?)”이다(Pawson, 2013). 다시 말해 정책개입이 “성공적이었느
냐?”이다. 이 평가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게 ‘그렇다’ 혹은 ‘아니다’ 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은 실증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연구 질문이다. 실증주의 교육정책가는 한
체계 내에서 정책투입(독립변수)과 정책 산출(종속변수) 사이의 분명한 선형적 관계를 상
정한다. 실증주의에서는 인과성을 측정 가능한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선행하는 사건을
‘원인’으로, 후행하는 사건을 ‘효과’로 본다(박찬종, 2012). 1960년대에 던컨과 블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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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입한 경로분석이 그 예이다. 시간성(방향성)을 추가한 변수들 간의 규칙적 연관성(혹
은 상관관계)으로 이해되던 진술(‘C이면 E이다’)이 인과성을 표현하는 진술(‘C가 E를 야
기한다’)로 간주될 수 있었다(박찬종, 2012). “사회학에서 인과성의 문제”를 다룬 박찬종
(2012: 177)은 실증주의의 인과성의 개념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제 인과성의 문제는 현상의 실제적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사건들 사이의 규칙성을
근거로 선형방정식을 설정하고, 이러한 변수들 사이에서의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C라는 선행변
수의 변량이 E라는 후행변수의 변량과 관계될 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했
다. 물론 실험실처럼 다른 변수들의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연구에서는 상관관계로
부터 인과성을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는 지적이 원칙적으로 수용되었지만, 이는 통
계기법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실험적 통제는 통계적
통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
과분석은 높은 상관계수 혹은 회귀계수를 가진 변수를 찾는 것과 사실상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인과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변수화되기 힘든 대상이 존재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변수들을 선택하여 인과모델을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연구자
의 직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었다(McKim, 1997: 9-11, 박찬종, 2012:
185-186에서 재인용)

결국 통계기반의 인과적 분석의 한계는 인과관계를 경험적 사건들 혹은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의 ‘묘사’로 대체함으로써, 막상 ‘왜’ 그러한 경험적 사건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성의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Goldthrope, 2001).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
등은 “요인들 혹은 변수들 사이의 영향력의 강도만을 보여줄 뿐, 그러한 영향력이 ‘왜’ 존
재하는지에 관해서는 침묵”한다(박찬종, 2012: 188). 게다가 실증주의의 연구의 대상이 되
는 변수는 인간이 경험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변수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실증주의는 원
인과 결과 모두가 지각 가능한 경험적 지평 위에 있다는 “경험주의의 비층화된 일차원적
존재론(the flat and monovalent ontology of empricism)”을 전제한다(Bhaskar, 2008: 64).
이에 대해서 비판적 실재론은 “인간이 경험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실재한다는
실증주의의 가정은 근거가 희박하며, 오히려 실증주의는 인식론을 존재론으로 환원하는
‘인식오류’에 빠져있다”고 꼬집는다(박찬종, 2012: 192). 비판적 실재론은 “세계는 인간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과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인간에 의해 경험 가능한 것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인간중심
주의의 편견”이라고 말한다3)(ibid).
따라서, 비판적 실재론은 세계가 경험적 영역, 현상적 영역, 실재적 영역 세 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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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층화되어 있다고 보는 층화된 존재론(stratified ontology)을 주장한다([그림 1] 참조).
___________________
경험적 영역(domain of empirical)
___________________
현상적 영역(domain of actual)
__________________
실재적 영역(domain of the real)

[그림 1] 비판적 실재론의 층화된 존재론
경험적 영역과 현상적 영역은 경험가능한 사건들의 층위이다. 현상적 영역은 실제적으
로 발생한 현상적 사건을 의미하는 반면, 경험적 영역은 특정 경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의미한다. 반면 실재적 영역은 현상적 영역과 경험적 영역의 기저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ㆍ

사건과 경험적 해석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층위이다(이성회 정바울, 2015).
이러한 메커니즘은 경험적 해석과 현상적 사건을 ‘발생시키는(generative)’ 원인을 제공하
는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다. 즉 발생적 메커니즘은 “실재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힘이자,
경험적 사건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지칭한다”(박찬종, 2012: 193).
층화된 존재론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을 탐구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스카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저개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 도중에 바스카는 과학적 방법론의 필요를 깨닫고 과학철학을
발전시켰고, 이는 사회과학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서민규, 2017). 층화된 존재론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자연 현상을 예로 들어보자. 과실수를 지나가던 행인이 따서 먹었
다고 하자. 과실수에 특정 당도를 함유한 열매가 맺힌 것은 현상적 영역(domain of actual)
이다. 이 열매를 보고 행인이 과일이 ‘맛있다’고 느끼며 먹은 경험은 경험적 영역(domain
of empirical)에 속한다. 그렇다면 행인의 주관적 해석과 과실수에 특정 당도를 함유한 열
매가 맺힌 현상적 사건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실재적 영역의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그것
3)

그렇다고 실재론적 평가가 통계적 분석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재론적 평
가에서 통계 방법은 여전히 설명적 이론을 검증하거나, 교육정책의 결과를 유형화하는데 쓸모
있는 연구방법이다. 여기에서 논의의 핵심은, 실증주의 평가가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현상
적 (혹은 경험적) 영역의 변수들만을 다루는 비층화된 평평한 존재론을 상정하였다는 데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둔 실재론적 평가는 인간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저에 분명한 독자적인 힘을 가진 발
생적 메커니즘이 존재함(층화된 존재론)을 철학적 가정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실재론적 평가자
의 주요 임무는, 실재적 영역의 종종 비가시적인 기저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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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뿌리가 물을 흡수하여 식물의 각 부분에 전달하는 메커니즘, 잎이 이산화탄소를 받아
들이는 메커니즘,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광합성
의 메커니즘 등이다.
비판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자연과학자의 임무는 이러한 현상적 사건과 주관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종종 비가시적인지만 분명한 힘을 가진 작동기제를 밝혀내고 이를 경험적,
현상적 영역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즉, 비판적 실재론은 실재적 영역을 탐색하면
서, 경험적 영역과 현상적 영역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광합성의 법칙, 뿌리가 물을 흡수하
여 각 기관으로 운반하는 메커니즘, 잎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실재적 영역)
으로 인하여 특정 당도를 함유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현상적 영역)과 행인이 열매가 맛
있다고 느낀 경험은 모두 비판적 실재론의 주된 연구의 관심이다. 바스카는 비판적 실재
론이 경험적 사실의 중요성을 거부하는 초험적(transcendant)이거나 관념론적인 이론이 결
코 아님을 강조한다(박찬종, 2012). 오히려 경험적 현실에 터하면서 동시에 그 경험을 발
생시키는 원인과 조건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실재론이 초월적(transcendental)임을
강조하였다(박찬종, 2012). 왜냐하면 인간은 “실재적 영역을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없고,
오직 그것의 효과인 현상적 영역과 경험적 영역을 통해서만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찬종, 2012: 192).
비판적 실재론의 층화된 존재론은 교육 현상인 교육정책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복우란 교육정책프로그램이 집행된 사건은 현상적 영역에 위치한다.
경험적 영역에는 교복우로 인해 사업에 참여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눈에 띄게 향
상된 학생의 주관적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적, 현상적 영역 기저의
실재적 영역에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였던 것일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
에게 헌신한 교사, 그 교사의 교복우 정책사업에의 자발적인 참여, 사업 참여 교사와 학
생 사이의 애정 어린 관계 등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층화된 존재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
지만 독자적 힘을 가진 발생적인 메커니즘의 존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생적인 메
커니즘을 밝히는 것이 교육정책평가자의 주요 임무라는 것이 실재론적 평가의 핵심 주장
이다. 요약하면 층화된 존재론을 철학적으로 가정한 실재론적 평가가 교육정책평가 연구
에 주는 유익은 인과성을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의 묘사로 대체하는 실증주의 교육정책평
가의 주류 연구동향에 대해서 그 변수를 발생시키는 ‘숨겨져 있는 발생적 메커니즘의 탐
색’까지 평가의 범위를 확장시켜 평가연구의 설명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실증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평가는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실제적, 혹은
경험적 영역의 변수들 사이의 영향력의 강도만을 묘사할 뿐,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대안적 교육정책평가 모델로서의 실재론적 평가(realist evaluation) 107

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4). 과실수의 예로 돌아가 보자. 한 그루의 과실수에 맺힌
두 개의 열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왜 이렇게 두 열매가 이러한 방식으로
열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도저히 제공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광합성의
법칙이란 작동기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평가자가 할 일은, 열매란 눈에 보이는 시야로부터
더욱 연구의 범주를 넓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어떻게 땅속의 수분을 흡수하여 광합
성에 도움을 주는지 뿌리가 박힌 땅속을 파보는 것이다.
반면 구성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평가는 정책 이해당사자들이 구성한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을 다루는 경험적 영역에만 천착하는 경향성을 띤다. 따라서 구성주의 평가는 현상적
영역과 실재적 영역을 평가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 한계를 드러낸다. 배 농사를 짓는 소
작농부는 과수원 주인에게 과실수 중에 배가 맛있다고 할 것이요,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
는 사과가 맛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주관적 이해관계와 경험(경험적
영역)을 벗어나서, 과수원 주인은 실제로 어떤 과실수가 한 그루 당 몇 개의 열매를 맺었
는지 실제로 세어보고 당도를 측정하며(현상적 영역), 어떻게 하면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재적 지식(실재적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국, 실증주의 평가와 구성주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험적 영역과 현상
적 영역의 평가결과를 묘사할 뿐, 그러한 평가결과를 초래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자적
인 힘을 가진 메커니즘을 발생시키는 실재적 영역을 도외시한다. 즉, 실증주의 평가와 구
성주의 평가 모두, ‘왜’ 그리고 ‘어떻게’ A라는 평가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 평가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2. 개방 체계의 복잡성: 복잡한 교육 현실의 반영
비판적 실재론에서는 관찰과 해석의 대상이 되는 주관적 경험(경험적 영역)과 객관적
사건(현상적 영역), 그리고 관찰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세계(실재적 영역)가 엄격하
게 구분되어 있다는 층화된 존재론을 가정한다. 층화된 존재론의 또 다른 중요한 이론적
함의는 실재적 영역의 메커니즘이 경험적, 현상적 영역과 구분되는 독립된 인과적 힘을
가지고, 경험적 영역과 현상적 영역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현실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거나
재생산한다는 점이다. 이는 비판적 실재론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morphogenetic)
4)

예를 들어 다중회귀분석이 종속변수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립변수들은
서로 독립적이고(이와 달리 교육 현실에서는 종종 변수들이 서로 내재적으로 연결[internally
related]되어 있다) 그 독립변수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효과(상호작용)는 가산되는 것(additive)
이지, 층화(stratified)된 것이 아님을 가정한다(Sayer, 1992: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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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체계(open system)’를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Archer, 1995). 게다가 개방 체계
안에는 생각, 감정, 욕망, 의도가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복잡한
인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대상은 필연적으로 질적인 변수
이다(Astbury, 2013).
반면에 실증주의에서는 미리 정해진 형태의 폐쇄체계를 상정한다. 실증주의에서 주장
하는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와 규칙성을 바탕으로 한 설명방식은 폐쇄체계인 사회에서만
통용될 수 있다(김선희, 2009). “폐쇄체제[체계]는 인과적 힘을 가진 객체에 변이가 없어
야 한다는 폐쇄체제[체계]의 내부적 조건과, 인과적 기제의 작동과 그 결과에 차이를 만
들어 내는 외적 조건들 사이의 관계가 일정해야 한다는 폐쇄체제[체계]의 외부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김선희, 2009: 351). 이러한 폐쇄체계를 가정하고 있는 실증주의 교육정
책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정책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에서 표적으로 삼은 ‘기
대되는’ 혹은 ‘의도한’ 성과지표‘만’을 평가의 대상(종속변수)으로 삼는 경우이다. 이러한
실증주의 교육정책평가는 그 기저에 폐쇄체계를 가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
해, 다른 모든 내부적, 외부적 조건들에 변이 혹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폐쇄적 조건 하
에서 A라는 정책투입을 하면 반드시 B라는 정책결과가 산출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
로 교육정책평가를 수행한다.
하지만 교육 현실은 개방체계이다. 기대하였던 정책결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
단기, 중기, 장기적 결과, 심지어 전혀 의도치 않았던 정책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개방체계
에서 우리는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개방체계에 적합한 교육정책평가의 연구
방법론은 폐쇄체계를 상정한 유사 실험(quasi-experimental) 모델의 실증주의 평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이제 “평가에 과학적이고 실재적인(realist) 전략을 통합시키는” 현실
적인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Pawson & Tilley, 1994: 292). 따라서 실재론적 평가에서는
개방체계에 적절한 연구방법론으로 단순한 형태의 연역법(예를 들어 근거 이론) 혹은 귀
납법(수학적 모델링)의 전략을 반대한다. 실재론적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이론’(가설)과 교
육 ‘현실’ 사이를 오고 가는 독특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경험적 데
이터로부터 정책 기저의 메커니즘에 대한 프로그램 ‘이론’들(가설들)을 개발하고, 다시 교
육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가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역행으로 추론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프로그램 이론이란 정책개입이 어떻게,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의 기
저에 깔려 있는 생각과 가정들을 의미한다(Pawson & Tilley, 1997). 이에 따라 실재론적
평가는 현실에 적합한 프로그램 이론을 다듬어나가고, 실질적으로 정책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에 쓸모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안한다(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함).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개방체계를 상정한 비판적 실재론이 실재론적 평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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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익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연구의 설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과실수가 자라나는 현실은 폐쇄체계인 식물실험실이 아니다. 언제 황사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르는 개방된 자연이란 통제 불가능한 현실에서 우리는 과실수를 키운다. 이러
한 개방체계인 복잡한 교육현실을 상정한 실재론적 평가는, 보다 현실적합성을 띤 평가
연구 문제와 연구방법론을 개발하여, 복잡한 교육현실에 쓸모 있는 평가 지식을 생산하는
장점을 가진다.

3. 상대주의적 인식론: (평가)지식 구출해내기
비판적 실재론의 연구의 목표는 실재적 영역의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밝혀 가시적
인 사회 현상이(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교육정책평가 결과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론을 제공하는 데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비판적 실재론에 근
거한 실재론적 평가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이론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
는 데 목적을 둔다. 실재론적 평가에서 프로그램 이론이라 함을 교육정책평가의 대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맥락(Contexts)과 메커니즘(Mechanisms)을 탐구하고, 맥락과 메커니
즘을 통해 어떻게 정책 결과들(Outcomes)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의미한다
(Pawson & Tilley, 1997).
이와 같이 비판적 실재론에서 이론과 지식의 축적을 강조하는 것은 구성주의로 대변되
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일부 사회과학자들의 위기의식으로부터 기원한다. 구성주의는
현실 세계 혹은 지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ㆍ

(이성회 정바울, 2015: 193). 즉,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을 주관적 해석과 의미로 정의한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인식론은 실증주의에서 놓치고 있는 측정하기 힘든 개인의 주관적 인
식과 경험, 개인적 인지도식에 의해 주관적으로 구성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
여하였다(ibid). 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을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관점으로 환원하
여 종국에는 지식의 생산 혹은 진리의 추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
고 있다(ibid). 배나무 장수와 사과나무 장수의 주장을 떠올려보라. 즉 구성주의는 경험적
영역과 실재적 영역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와 마찬가지로 비층화된 일차원적
존재론에 근거한다. 이렇게 지식이 특정 이해집단의 관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성주의
의 태생적 한계를 비판을 하면서, 비판적 실재론은 우리의 인식과 별개로 존재하는 실재
적 영역이란 층화된 ‘존재론’을 귀환시킨다. 비판적 실재론은 구성주의에 대항하여 실재
적 영역의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 즉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a knowledge)을 생산하는

ㆍ

것을 사회과학자의 주된 임무로 보았다(이성회 정바울, 2015). 이렇게 지식을 생산해가는

110 교육사회학연구 제28권 제3호

과정에서 비판적 실재론자들은 연구자가 생성한 지식이 “잠정적이며, 뒤바뀔 수 있고, 틀
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Mutch, 2010: 509). 비판적 실재론은 연구자가 이론을 개발하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자는 끊
임없이 경험적 영역 너머에 있는 독자적인 힘을 가진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지점까지 지
식의 생산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비판적 실재론이 구성주의가 방기하였던
진리의 추구를 구조해내는(a truth to the rescue) 철학적 설명방식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비판적 실재론에 바탕을 둔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Ⅳ.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이란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대상, 그리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
료 수집 방법, 연구의 절차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장에서는 실재론적 평가의
1)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을 먼저 다루고, 2) 자료 수집 방법을 포함한 실재
론적 평가 연구의 절차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1.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
기존의 교육정책평가의 연구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책 개입이 ‘작동하였느냐? 아니냐?’
혹은 ‘성공하였느냐? 아니냐?’란 문제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에 대한 답은 예, 아니오
둘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교육 현실은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와 같이 단순하고 기계적
이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 현실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사악할 정도로, 다양한
맥락이 공존하며 계속해서 진화하는 복잡한 개방체계이다. 게다가 이 개방체계에는 감정
과 이성을 가진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공존하여 연구자의 연구현실(research field)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예 또는 아니오 라는 식의 단순한 대답으로는 특정 교육정책프
로그램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Pawson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합성을 띤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로 고안된 실재론적 평가의 ‘기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이 작동하는가? 누구를 위해? 어떠한 환경에서? (What
works? for whom? in what circumstances?)이다(Pawson & Tilley, 1997). 이에 더하여 Paw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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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ley(1997)는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어떻게?(in what respects and how?)’ 란 질문을 때때
로 덧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실재론적 평가의 홀마크(hallmark)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작동하는가? 누구를 위해? 어떠한 환경에서?‘ 라는 기본 연구문제는 평가의 목적이 기존
의 대다수의 교육정책평가처럼 정책개입의 단순한 작동 여부를 묻는 데 있지 않음을 보
여준다.
실재론적 평가의 목적은 더 포괄적이고 야심차다. 위의 기본 연구 질문에 답하는 교육
정책평가를 통하여, 실재론적 평가는 (교육정책)프로그램 이론을 검증하고 다듬어(test and
refine) 교육정책 개선에 도움이 되는 평가 지식을 축적하는데 있다. (교육정책)프로그램
이론이란 (교육정책)프로그램에서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지와(조치의 이론[theory of
action])어떻게, 왜 그것이 작동되기를 기대하는 지를(변화의 이론) 구체화하는 것이다
(Wong et al., 2013). 다시 말해 (교육정책)프로그램 이론은 다음과 같이 검증을 필요로 하
는 가정(hypothesis)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정책)프로그램은 이러한 방식
으로 작동하고, 이러한 결과를 산출한다.”
Pawson은 실재론적 평가의 프로그램 이론을 공식화하여 ‘Context(맥락) + Mechanism
(메커니즘) = Outcomes(결과)’ 혹은 CMOs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한다. 프로그램 이론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맥락, 메커니즘, 결과의 용어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 1> 실재론적 평가의 분석 논리인 CMOs 용어 정의
(Sims et al., 2018: 2에서 일부 발췌)
용어
맥락(C)

메커니즘
(M):

결과(O)

용어 정의
맥락이란 (교육정책)프로그램과 연구의 ‘배경’을 말한다. 한 메커니즘의 작동을
촉발하거나 수정하는 어떤 조건으로 대략적으로 이해된다.
메커니즘이란 특정한 맥락 속에서 관심이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기저에 작
동하는 독립체, 과정들 혹은 구조들이다(Astbury &Leeuw, 2010: 368). 보다 구
체적으로 Pawson & Tilley(1997)는 메커니즘을 (정책평가)연구 중에 있는 정책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자원(resources)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추
론(reasoning)을 결합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단순화하면 메커니즘은 ‘자원과
추론’이다.
결과란 메커니즘과 이를 촉발하는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개방체
제를 상정하는 실재론적 평가에서 결과란 정책개입을 통해 의도한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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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MOs (Ogrinc & Batalden, 2009: 664) [그림 3] CMOs 틀 (Dalkin et al., 2015: 4)
CMOs는 위의 [그림 2]처럼 자주 표현된다(Ogrinc & Batalden, 2009). 실재론적 평가를
실증적 자료에 활발히 적용해온 Dalkin et al. (2015)는 CMOs를 보다 현실 적합하고 일반
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3]을 고안하기도 하였다.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대상, 즉 분석의 단위는 프로그램 이론이다. 프로그램 이론은 실
재론적 분석의 결과로 ‘맥락-메커니즘-결과 유형의 배열(Context - Mechanism - Outcomepattern Configurations[CMOCs], 줄여서 ‘씨목스’라 발음함)로 공식적으로 표현한다
(Astbury, 2013: 386). 이와 달리, 기존 교육정책평가의 분석 단위, 즉 연구 대상은 특정
교육정책프로그램의 ‘개입(무엇이 수행되었는지)’ 이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교육정책평가
연구는 특정 교육정책프로그램의 성과(개입의 성공여부)를 일회적으로(one-off) 묘사함으
로써 평가를 종결한다.
이와 달리,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목적은 교육정책에 대한 프로그램 이론들을 개발하
고, 이 이론들을 축적하여 왜,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결과들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이해
와 설명을 제공하는 데 있다(Astbury, 2013: 386). 이러한 평가결과는 현장에 다시 환류되
어 다양한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한 메커니즘에 대한 쓸모 있는 지식을 정책결정자와 정
책실무자들에게 제공하는 유익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실재론적 평가는 교육정책프로그램
의 개입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어떤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떻
게 정책개입이 성공하였는지 혹은 실패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탐색(an
explanatory quest)’과정이다(Pawson & Tilley, 1997).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절차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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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절차와 자료수집방법5): 교복우 성과조사(김광혁ㆍ
임윤섭, 2015)에의 적용 실례를 중심으로
실제 현실에서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절차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다만 독자의 가독성과 명료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절
차를 아래와 같이 단선적으로 제시한다. 이때 실재론적 평가의 독특하고 차별적인 연구
절차를 독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실증주의 평가 연구절차를 따른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조사’(김광혁, 임윤섭, 2015)6)와, 연구자
가 직접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절차를 동일한 연구에 탐색적으로 적용해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하지만 이 절의 목적은 교복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재론적 평가 모형
을 실증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지 않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며, 또 다른 연구의
주제거리이다. 오히려 이 절에서는 김광혁과 임윤섭(2015)이 적용한 실증주의 평가의 연
구방법론과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방법론을 비교함으로써, 실재론적 평가 연구방법론만의
독특한 특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재론적 평가의 자료수집방법을 포함한 연구 절차는 다음의 5단계로 나뉜다.
1. 연구 질문 선정: 실재론적 평가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른 평가연구와 마찬가지
로 실재론적 평가의 주요(overarching) 연구 질문과 하위 질문들을 선정하는 일이다. 이
주요 연구 질문과 하위 질문들은 평가연구 절차 내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수행하는 평가연구가 모든 평가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광혁과 임윤섭(2015: 1)의 연구 목적은 사업의 “주요한 성과지표인 성적, 학교생활의
적응,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건강, 비행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성과들을 지역별(지원청
별), 학교 급별(초,중,고), 사업년도별(2011, 2012, 2013, 2015년), 사업지정 년차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
5)

6)

본 절의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절차와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내용은 Westhorp(2014: 10-11)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장 하나하나마
다 따로 참고문헌을 표기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연구자는 실례가 되는 사례연구 선정을 위해 전국의 시 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교복우 성과보
고서를 검토하였다. 그중에 전북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가장 최근의 사업 성과조사인
김광혁과 임윤섭(2015)의 연구를 본 절의 사례연구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앙교육복
지연구지원센터 실무담당자와의 전화 면담 결과, 연구자는 자체적으로 성과관리를 해오던 전
국 시 도교육청의 요청으로 2018년도부터 전국 시 도교육청의 평가 내용이 호환가능하도록,
공통 평가지표의 틀을 개발 중이고, 현재 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가 김광혁 교수
였기 때문이다. 평가지표는 2018년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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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의 주요 연구 질문을 추론하여 요약해보면 ‘어떠한 맥락에서 누가(지역별, 학교급
별, 사업 년도 별, 사업 지정 년차별) 이미 정해놓은 성과지표를 더 잘 달성하였는가?’ 이
다. 이는 이미 교복우에서 의도한 결과인 주요 성과지표(폐쇄체계)를 상정해 놓고, 사후적
으로 그 의도한 결과를 어떤 맥락에서 누가 더 잘 달성하였는지 비교하는 실증주의 교육
정책평가의 전형적인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개입이 작동하였는가? 안하였는
가?’ 에서 조금 더 발전하여 ‘어떠한 맥락에서, 누구를 위해, 더 잘 작동하였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담고 있다. 맥락과 결과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경험적, 현상적 영역을 다루고
있는 연구 질문이다.
반면, 실재론적 평가는 맥락과 결과에 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저의 메커니즘(자원
과 추론)이 발생하는 실재적 영역까지 연구 문제에 포함시킨다. 게다가 복잡한 개방체제
인 교육 현실을 상정하고, 정책 성과와 정책 수혜자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하는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실재론적 평가의 주요 연구 질문은 “무엇이 작동하는가? (혹은 작동하
지 않는가?)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환경에서?”이다(Pawson & Tilley, 1997).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 작동하는가?’, ‘누구를 위해?’와 같은 ‘열린’ 질문을 하고 있다.
교육정책프로그램에서 의도하거나 기대하였던 ‘무엇(성과)’과 ‘누구(수혜자)’를 미리 한정
해 두지 않는다. 이러한 개방 체계를 상정한 주요 연구 질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하위 연
구 질문으로는 “작동하지 않았다면,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누구(혹은 수혜자 집단 중
어떤 하위집단)에게서 기대했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그러한가?”가 있다.
이와 같이 의도한 성과를 상정한 폐쇄체계에 기반을 둔 실증주의 평가 연구에서는 물을
수 없었던 질문을 실재론적 평가에서는 질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열린 연구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실재론적 평가는 복잡한 교육현실에 대한 보다 현실적합한 평가연
구 결과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
2. 프로그램 이론 쌓기: CMOCs(맥락-메커니즘-결과 유형들) 가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론들을 쌓아나간다. 실재론적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 이론들을 검증하고 다듬는 데 있
다. 하나의 개별 교육정책프로그램은 성육신한 이론(theory incarnate)이며, 여러 개의 프로
그램 이론들을 갖는다. 따라서 가장 먼저 평가자는 ‘기본 프로그램 이론’을 이해해야 한
다. 기본 프로그램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만약 우리가 ‘가’를 한다면 ‘나’가 일어
날 것이다, 왜냐하면....”이다. 이 때 ‘왜냐하면’의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이 요소가 없이
는, 프로그램 이론의 두 요소인 조치의 이론과 변화의 이론 중에, 조치의 이론(‘우리는 이
런 것이 작동되길 기대한다, 혹은 이것이 작동되었다’)은 있으나, 변화의 이론(‘왜 그것이
작동되길 기대하는지’)은 없기 때문이다.
김광혁과 임윤섭(2015)의 연구에서는 교복우 교육정책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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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다.
교복우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포괄적인 발달 영역을 통
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교복우는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
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인 불평등에 대응하고자 추진되었음(김

ㆍ

광혁 임윤섭, 2015: 9-10).

위의 진술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탐색적 차원에서 개발한 교복우의 기본 프로그램 이론
은 다음과 같다: ‘교복우를 시행한다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포괄적인 발달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교복우는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
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인 불평등에 대응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기본 프로그램 이론의 개발은 교복우라는 개별 교육정책프로그램이 위와 같
은 가정이 깔려 있는 이론이 성육신한 것(theory incarnate)임을 잘 드러내는 실증적인 예
이다.
3. 가정들 개발하기: 실재론적 평가는 맥락-메커니즘-결과로 구성된 다양한 가정들(프
로그램이론들)을 개발한다. 위의 2번에서 생성한 ‘기본 프로그램 이론’은 아래 네 가지의
실재론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여러 가정들을 통해 정교해진다. 1) 누구를 위해 이
기본 프로그램 이론이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가? 왜?; 2) 어떤 맥락에서 이 기본 프로그
램 이론이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가? 왜?; 3)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 기본 프로그램
이론이 작동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4) 만약 이 기본 프로그램 이론이 작
동한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위의 네 가지 질문 중에, 김광혁과 임윤섭(2015)은 평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설
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진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1), 2), 4) 번에 관한 가정들을 개발하였을
수도 있다. 1번의 ‘연구 질문 설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광혁과 임윤섭(2015)의 연구
문제는 ‘어떠한 맥락에서, 누구를 위해, 더 잘 작동하였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담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서에는 이러한 가정들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평가자들은 평가 과정 중에서 교육정책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정들을 개발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가정들을 평가 보고서의 전면(前面)
에 기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정책 평가의 연구방법론적 틀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다
시 말해 여러 가정들의 개발은 평가 연구 과정에서 분명히 평가자들이 수행하는 절차이
다. 하지만 적절한 평가 연구방법론의 결여로 인해 평가 보고서에는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었다. 현재 많은 교복우 정책 매뉴얼과 평가 및 성과관리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들(‘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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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교사의 자발적 의지와 학생과의 관계가 중
요하다’ 등)이 평가 및 성과관리 보고서의 ‘부록’이나 정책 매뉴얼 본문의 ‘말풍선’에 팁
(tip)의 형태로 후면(後面)에 제시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재론적 평가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가정들을 평가 보고서의 전면에 담을 수
있는 연구방법론적 기반을 갖춘 평가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교육정책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
하고, 이러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가정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실재론적 평가 연구자들은
이러한 가정들을 평가연구 보고서의 전면에 실음으로써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프
로그램에 대한 가정들을 평가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또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개발해야 하
는 소모적인 작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실재론적 평가에서 개발하는 가정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정책개입은 다수의
메커니즘을 촉발하고, 메커니즘의 작동은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정들은 서로
연결된 세트로 생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이 맥락(C1)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
(M1)이 ‘O1’ 이란 결과를 낳고, 저 맥락(C2)에서는, 똑같은 메커니즘(M1)이 ‘O2’란 결과
를 낳는다라는 식이 된다(아래 표 2, 3행 참조). 혹은 같은 맥락(C2)에서도 상이한 메커니
즘(M2)이 다른 결과(O3)를 낳기도 한다(아래 표 3, 4행 참조). 실재론적 평가자는 가정을
개발한 결과를 다수의 CMOCs로 구성된 아래와 같은 목록표로 작성하여 평가 보고서에
기술한다.
<표 2> 분석 결과로서 개발된 가정들(CMOCs) 목록표
Contexts

Mechanism

Outcomes

C1

M1

O1

C2

M1

O2

C2

M2

O3

⋮

⋮

⋮

위의 목록표는 단순히 맥락에 대한 목록, 메커니즘에 대한 목록, 결과에 대한 목록의
나열을 의미하지 않는다. 목록표의 행을 읽을 때마다 각각의 CMOCs는 다음과 같은 ‘문
장으로’ 읽힐 수 있어야 한다: ‘이 맥락(C1)에서는 그 메커니즘(M1)이 이러한 결과(O1)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부모의 방임 정도가 심한 초등학생들(C1)에게는 담임교사와의
친밀한 관계(M1)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2)’와 같다. 이러
한 가정들(CMOCs) 목록을 무한정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1번 단계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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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의 주요 및 하위 연구 질문에 답하는 데 유용한 가정들만을 개발하면 된다.
이러한 여러 개의 가정들을 개발하고 다듬는 작업에 정책평가자, 정책기획자, 정책실무
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워크샵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평가이론으로부터 프로
그램 이론을 추출하기, 일반적인 상식, 선행문헌 분석, 성과보고회 참석, 정책 뉴스레터,
우수사례 학교 및 교육청 발표회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 원천을 활용하여 가정들을 개발
하게 된다.
4. 자료수집하기: 실재론적 평가의 목적은 위에서 가정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이론들인
CMOCs를 검증하고 다듬는 데 있다. 프로그램 이론들을 검증하고 다듬기 위한 목적이라
면 실재론적 평가는 어떠한 자료수집방법도 허용한다. 먼저 자료 수집에서 실재론적 평가
는 ‘결과’ 자료를 꼭 필요로 한다. 결과 자료 없이는 CMO(맥락-메커니즘-결과) 분석 자체
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정책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를 적절히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김광혁과 임윤섭(2015: 1)의 연구처럼 교복우를 통
해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1) 학습, 2) 복지, 3) 문화체험, 4) 심리정서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정서 발달(자아존중감, 우울불안), 건강, 비행 등이 나
아질 것을 기대하고 개발한 평가지표가 교육정책프로그램이 기대하는 ‘결과’ 자료의 예이
다.
다음으로 실재론적 평가는 ‘결과’ 자료들을 프로그램 이론에 따라서 하위집단과 맥락
적 특성에 따라 분해한다. 이는 평가자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에 세 가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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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다: 1) 결과 자료를 개인별(성별, 학년별) 혹은 조직별(학교별, 시 도교육청별, 지
방교육청별) 단위로 수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별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
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2) 결과 자료는 맥락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3) 결
과와 맥락의 특성에 관한 자료는 평가분석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교복우
가 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 영역에, 다르게 작동한다는 프로그램 이론들(일례로 교
복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학생의 경우에 심리정서 영역의 만족도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참여 남학생의 경우에는 문화체험 영역의 만족도에 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을 세웠다면, 결과 자료를 성별과 결과 영역에 따라 자료를 분해하여 통
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질적 연구방법도 결과 자료 수집에 활용될
수 있다. 여러 하위집단과 맥락적 특성에 따라 인터뷰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고, 해
당 결과를 질적으로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다.
실재론적 평가가 기존의 평가와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지점은 지금부터이다. 실재론적
평가는 맥락과 결과 자료뿐만이 아니라 ‘메커니즘’ 자료를 필요로 한다. 김광혁과 임윤섭
(2015)의 연구에서는 수집되지 않은 자료이다. 메커니즘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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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왜’ 프로그램 이론에서 확인한 다양한 하위 집단 혹은 맥
락에 따라 해당 교육정책프로그램이 다르게 작동하기를 기대하는가를 이해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교복우가 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르게 작동하기를 기대하는가? 남녀 사이
의 신체발달과정의 상이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가?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기대하는 사회문
화적 역할 모델이 다르기 때문인가? 성별 고정관념과 연계하여 해당 교육청 혹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 지리적 특수성과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왜’에 관한 질문은 메커니즘을
평가자가 찾아내고, 메커니즘의 탐색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할 부분이 무엇
인지 파악하는 데 유리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자원과 추론’을 담은 Pawson & Tilley가 구성한 프로그램 메커니즘을 사용하
는 전략이다. 이는 교육정책프로그램의 결과로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는 정
책 수혜자, 정책실무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추론’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
미한다. 추론에 관한 자료는 어떠한 추론이 나올 것이라는 명확한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적인 형태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광혁과 임윤섭(2015)의 연구에서는,
교복우의 결과로 정책수혜자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건강, 비행 등의 성과가 두드러
질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관련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이를 정보 수집에 활용하였다. 하
지만, 명확한 가정이 없거나 적절한 측정도구가 없을 때에는, 일련의 정책집행과정 경로
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정책 자원에 대한 반응인) 추론을 탐색하는 데 질적인 형태
의 자료를 수집한다. 실재론적 인터뷰(realist interview)가 대표적인 질적 자료수집방법이
다. 실재론적 인터뷰의 기본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4] 실재론적 인터뷰의 기본구조(Paswon & Tilley, 1997: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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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론적 인터뷰의 두 가지 특성은 1) 교사-학습자의 기능과 2) 개념 다듬기 과정이다
(Pawson & Tilley, 1997: 165). 실재론적 인터뷰의 면담자는 면담 질문을 개발할 때 이미
정책평가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 이론이 ‘가르쳐주는(교사의 기능)’ 개념구조를 활용한
다. 이는 인터뷰 면담자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프로그램 이론들(가정들)에 대해 충
분히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면담질문을 하면서,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면담참여자들은 그 개념 구조를 ‘배우게’ 된다(학습자의 기능). 그리고 그 면담
질문을 받은 후에 정책 이해당사자들은 그 개념구조를 적용하거나 다듬어서 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당사자의 추론이 담긴 답을 바탕으로, 평가연구자는 역으로 자신이 개
발한 프로그램 이론을 검증하고 다듬게 된다. 이는 실재론적 인터뷰가 ‘(교복우와 같은)
교육정책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어떤 정책수혜자들에게,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하
는지 혹은 작동하지 않는지’에 관한 개념 다듬기의 과정이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을 잘 보여준다.
5. 분석하기와 실재론적 평가 연구보고서 기술하기: 실재론적 분석의 목적은 수집한 실
증적 자료와 애초에 개발한 프로그램 이론을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 이론을 검증하고 다
듬는 데 있다. 이론을 다듬다는 것은, 수집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프로그램 이
론에서 개발한 그 메커니즘이 실제로 정책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새로운 메커니즘이 있는
지, 특정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맥락과 메커니즘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떤 유형의 결과가 나오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재론적 평가 분석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
한 평가 연구보고서 기술하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실재론적 형태로 평가 질문을 기술한다(위의 ‘1. 연구질문 작성’ 참조);
2) 평가연구자가 개발한 애초의 프로그램 이론과, 초기의 CMOCs 가정들을 기술한다;
3) 프로그램 이론의 어떤 측면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슨 자료를 사용하였는지 설명한다;
4) 특정한 자료 세트를 위해 사용한 분석 기술을 설명한다;
5) 프로그램 이론에서 확인한 다른 하위집단마다 다르게 나온 결과(disaggregated
outcomes)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논의한다;
6) 프로그램 이론과 비교하여, (메커니즘들, 결과들, 맥락들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을 나란
히 정렬한다(aligning). 이는 평가자가 애초에 개발한 프로그램 이론과 (정책프로그램이
실제로 집행된) 교육현장을 평가자가 오고 가면서, 프로그램 이론을 다듬는 데 필요한
투명한 실증적 근거들을 찾기 위함이다. 이것이 실재론적 평가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
며, 이 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프로그램 이론과 정책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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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이 작업의 목적은 평가보고서를 읽는 독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통해 발견한 정책개입의 결과의 유형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물은 프로그램 이론의 구성(CMOCs)을 바탕으로 해당 교육정책프
로그램의 모든 참여자들을 포함한 정책프로그램(intra-programme) 분석, 참여자 집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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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예를 들어 시 도교육청별) 비교(inter-group comparisons) 분석의 형태를 띠게
된다.
7) 다듬어진 프로그램 이론과 그것이 해당 교육정책프로그램(예를 들어 교복우)과 정책에
주는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 부분을 기술할 때는 평가를 수행한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다듬어진 이론과 정책 개선안은 다시
차년도 정책평가연구에서 1번 단계에서 새로이 선정해야 하는 연구 문제와 차년도 교
육정책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데 활용된다. 따라서 실재론적 평가는 정책평가연구자
뿐만 아니라, 차년도 정책을 기획하는 정책기획가와 실무자에게도 실용적인 지식을 제
공한다.

Ⅴ. 논의 및 결론
서론에서 논의하였던 정책평가연구자의 공공연한 세 가지 비밀은 1) 교육정책 평가의
주변화로 인한 만성적 기억상실증의 문제; 2) 성공보다는 성과를 우선시하는 평가연구의
풍토; 3) 정책평가의 일반화의 어려움이었다. 실재론적 평가는 이 세 가지 딜레마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적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첫째,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목적과

연구

절차는

교육정책

평가의

주변화

(marginalisation)로 인한 만성적 기억상실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특히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절차는 교육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만성적 기억상실증의 문제와 정책담당자 혹은 정
책평가자의 잦은 교체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목적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이론들과 실증적 정책증거들을 축적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 절차는 평가자가 프로그램 이론을 개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실증적 정책 증거를 수집하여, 애초에 개발한 프로그램 이론
과 실증적 정책의 증거를 비교분석하면서 프로그램 이론을 검증하고 다듬어나가는 과정
으로 진행된다. 이로써 실재론적 평가는, 정책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축적된 프로그램 이론
과 수집된 실증적 증거자료를 전면에 기술한 실재론적 정책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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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평가 체계를 제공한다.
실재론적 평가는 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블랙박스’를 일부분 열어서 보여주는 데 도움
이 된다.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맥락에서, 어느 정
도까지에 대한 설명력이 강한 쓸모 있는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개선에 이를 활용한
다. 이를 위해서 실재론적 평가는 ‘맥락+메커니즘=결과(C+M=O)’라는 실재론적 분석 논
리를 사용한다. 맥락, 메커니즘, 결과의 세 요소 중에서 실재론적 평가의 핵심은 ‘발생적
메커니즘(generative mechanism)’의 탐색에 있다. 메커니즘은 자원과 추론의 결합이다
(Pawson & Tilley, 1997). 이때 메커니즘의 ‘발생적’ 특성이 중요하다. 발생적이라 함은 교
육정책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 있어 일련의 각 단계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의
동태적 성격을 의미한다. 실재론적 평가에서 메커니즘은 교육정책프로그램에 A라는 자원
을 투입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고정된 공식이 아니다. 오히려 실재론적 평가의 메
커니즘의 핵심은 정책집행과정의 일련의 단계마다 발생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추론’을 밝
히는 데 있다.
정책집행과정에서 메커니즘은 정책프로그램이 최종 수혜자에게 작동하는 마지막 한 지
점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일례로 교육정책프로그램의 집행과정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이해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혹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기다란
연쇄적인 연결고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일련의 집행과정마다 이해당사자들은
그(녀)들만의 메커니즘을 발생시킨다. 동일한 정책 자원의 투입에 대해서, 교육부의 서기
관, 교육청의 장학사, 학교의 교사, 최종 정책의 수혜자인 학생이 생성하는 추론이 각기
다른 것이 우리의 교육정책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의 현실이다. 실재론적 평가는 이와
같이 동일한 정책 자원의 투입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agent)들이 일련의 집행과정의 경로
마다 생성하는 다른 추론 과정, 즉 질적인 성찰의 과정을 교육정책평가에서 심각하게 고
려한다. 물론 기존의 많은 교육정책평가 연구도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와 같은 행위자들의
추론을 일정 부분 반영한 평가지표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학생과 같은 최종
수혜자‘만’이 응답한 만족도 조사를 결과론적으로 제시할 뿐이다. 정작 일련의 정책집행
과정 도중에 ‘각 단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교육부, 교육청, 학교[학교장, 교사, 학생])’
이 자원의 투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정책수혜 집단들에게 정책개입이
더 효과적이었는, 어떠한 맥락에서 정책이 더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혹은 더 실패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7). 따라서 실재론적
7)

이와 달리 초창기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평가지표(‘03-’10년)는 예외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일련의 정책 집행과정의 경로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지표를 별도로 개발하였다. 게다가 각 이해당사자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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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초점을 두고 있는 메커니즘의 탐색은 이해당사자들의 정책 자원(resources)에 대한
추론(reasoning)을 일련의 교육정책프로그램의 집행과정 중에 어떠한 맥락에서, 누구를 위
하여, 왜, 어떻게 보였는지 알려준다.
그러므로 실재론적 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보다는 이미 집행된, 혹은 집행
중인 교육정책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하는 데 더욱 유용한 평가방식이
다. 특히 실재론적 평가는 다음의 경우에 적절한 평가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1) 새로 도
입한 정책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나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
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경우; 2) 시범 정책프로그램을 더 큰 규모로 확대하고자 할 때 어
떻게 새로운 맥락에 맞추어 교육정책프로그램을 조정하여야 할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
는 경우; 3) 이미 집행되었으나 엇갈린 결과를 나타내어 왜, 어떻게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Westhorp, 2014: 7).
둘째, 실재론적 평가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책의 오차를 줄여 정책 개선을 도모하
는 정책의 ‘성공’에 기본적인 관심을 둔다. 실재론적 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이 기대한 성과
를 달성하였느냐 못하였느냐를 ‘판단’하고, 성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데 평가의 목적
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이 작동하는가? (혹은 작동하지 않는가?) 누구를 위해? 어떠
한 환경에서? 라는 ‘설명’을 제공하는 데 실재론적 평가의 초점을 맞춘다. 정책 집행 이후
에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의 오차를 줄여나가면서 정책이 목표하였던 바를 성취해나
가는 것이 바로 정책의 성공이다. 따라서 실재론적 평가는 정책의 장기적 ‘성공’보다 단
기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평가연구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의 성공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단기적 책무성이 강조되는 교육정책
평가의 풍토 속에서 실재론적 평가의 유용성을 정치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설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연구자의 입장에서 수세와 공세
전략이 동시에 요청된다고 본다. 정책 ‘성과’ 연구를 통해서 수세적으로 해당 정책의 단
기적 성과를 제시하여 (정책연구에서 정책‘기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외시된) 정책‘평가’
연구의 효용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보다 공세적으로 지
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개선과 ‘성공’을 위해 실재론적 평가가 필요함을
정치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실재론적 평가는 평가결과의 일반화의 어려움에 대해서, 일반화란 용어로 대변되
는 실증주의의 철학적 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세계관을 제안한다. 실증주의는 폐쇄체계인
현실을 가정한다. 반면에 실재론적 평가는 일반화가 불가능한 복잡한 개방체계인 교육 현
업을 진행함에 따라 평가결과를 차년도에 환류할 것을 고려하여, 사업 차년도마다 조금씩 구
별되는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이은미 외, 2012 참조).

대안적 교육정책평가 모델로서의 실재론적 평가(realist evaluation) 123

실을 상정한다. 모두를 위해서, 어떠한 맥락에서건 작동하는 정책개입은 결코 있을 수 없
다는 명확한 현실 인식으로부터 실재론적 평가는 시작한다. 따라서 실재론적 평가는 ‘무
엇이 (일반적으로) 작동하는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에, ‘왜,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가?
(혹은 작동하지 않는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를 묻는다. 이러한 질문에 답함
으로써, 실재론적 평가는 어떻게 맥락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실재
론적 평가의 설명이 맥락 의존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다양하고 복잡
한 맥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평가의 현실 속에서, 실재론적 평가는 맥락의존적
인 쓸모 있는 평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재론적 평가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은 이러한 방식(특정 자원의 투입에 대한 이
해당사자의 추론)으로 작동하고, 이러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공통 지표인 CMOCs 공식을
바탕으로 호환이 가능한 형태의 지식을 생산한다. 이러한 CMOCs로 표현되는 특정한 한
교육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결과는 다른 교육정책프로그램의 평가에
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복우와 유사한 기본 프로그램 이론을 가진 다
른 교육정책프로그램

–예를 들어 학생의 교육 및 문화적인 불평등에 대응하고자 정책

자원을 투입하는 다문화 학생 및 탈북 학생 지원 프로그램, 위(wee) 프로젝트,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은 교복우에 대한 실재론적 평가를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이론들을 충분
히 취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재론적 평가는 교복우와 같은 개별 교육정책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정책 환경에서 호환이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 이론’들을 평가 연구의 분
석 단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정책평가 연구는, 프로그램 이론을 단위로 한 교육정책프로그램 이론
의 개발과 같은 근본적인 ‘계통발생’ 없이, 개별 교육정책프로그램을 단위로 한 단발적인
성과평가와 같은 ‘개체발생’만이 난무한다. 이와 달리, 실재론적 평가는 계통발생적 성격
을 띤다. 특정 교육정책프로그램의 기저의 가정들을 평가의 과정에 기술하도록 하기 때문
이다. 요약하면 실재론적 평가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다. 오히려, 개별 교육정책프로그
램의 기저의 구체적인 경험적 메커니즘, 맥락과 결과를 CMOCs의 형태로 ‘추상화’하여
다양한 정책 환경에서 호환이 가능한, 쓸모 있는 프로그램 이론들을 생산하는 데 있다.
하지만, 실재론적 평가의 이론적 한계와 현실적 고충이 남아있다. 첫째, 실재론적 평가
의 이론적 한계는 메커니즘을 ‘자원과 추론’으로 한정함으로써, 인지적 영역인 추론에 경
도된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추론과 같은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책실천가의 자발적 의지, 학생과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 교사로서의 도덕적
소명의식과 책임감 등과 같은 정서적 영역이 주요한 작동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해당
사자의 추론과 같은 인지적 영역만을 고려한 메커니즘의 개념에 정서적 영역이 추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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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둘째, 맥락이 현실에서는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 현실에서 맥락이란
단순히 정책이 집행되는 무대장치(settings) 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다. 맥락은 그 환
경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규범, 문화의 세트들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경험적
인 자료를 가지고 실재론적 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자는 복잡한 맥락을 어떻게 기술하고,
현실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맥락과 메커니즘을 어떻게 혼동하지 않고 구
분하여 평가 연구에 제시할 것인가란 문제에 종종 직면한다. 셋째, 실재론적 평가를 수행
하는데 따르는 현실적인 고충은 무엇보다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실재론적 평가를 위해 교육정책평가자는 프로그램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수
많은 문헌과 자료들을 찾아내고, 읽고, 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성
과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데 정책평가자는 수많은 문헌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
화할 시간과 함께, 경험적 자료 수집을 위해 발품을 팔 충분한 시간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맞닥뜨린다. 하지만 일단 프로그램 이론들이 개발되고 검증되어 다
듬어진 순간, 반전이 일어난다. 정책 프로그램 이론의 축적의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는
정책실무자에게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말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정책실무자들은 정책의 실태와 현황의 ‘묘사’보다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러
한 정책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한다! 실재론적 평가는 초기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모된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비용 효율적인 평가 전략이
다. 매번 새롭게 보이는 정책을 ‘기획’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보다는, 일단 집행된
정책에 대한 온당한 실재론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 교육정책프로그램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론들과 실증적 정책 증거들을 축적하는 것이 정책 비용과 실무자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재론적 평가의 철학
적 기반과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교육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재음미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실재론적 평가를 교육정책프로그램의 실증적 데이터(empirical data)에 적용하는
연구와, 실재론적 평가를 응용한 교육정책평가모형과 평가연구방법론을 경험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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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list evaluation as an alternative model for education policy evaluation:
A ‘theoretical’ review for a “really useful” education policy evaluation

Sunghoe Lee(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fellow)
This article aimed to explore the realist evaluation in terms of its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its methodology. It proposed the realist evaluation as a “really usefu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model for education policy evalu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era. Firstly, three underlying assumptions of critical realism, the philosophical base of the
realist evaluation, were discussed. They were stratified ontology, an open system of
complexity and relative epistemology. Those philosophical hypotheses were useful as
regards explaining the causation of the education policy evaluation, reflecting the complex
educational fields, and accumulating the evaluation knowledge individually. Secondly, the
methodology of the realist evaluation was examined.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ist evaluation methodology, Kim and Yoon(2005)’s evaluation study on Education
Welfare Priority Policy was used as an illustrative case study. The basic research questions
of the realist evaluation are ‘what works? for whom? in what circumstances? and how?’
To respond to this, realist evaluators formulate a programme theory, consisting of
context-mechanism-outcomes. The aim of the realist evaluation is to generate, test and
refine the programme theories by comparing the initial programme theories with the
empirical policy evidences. This is distinguished from the mainstream education policy
evaluation method: It asks ‘did it work? or not?’; its main purpose is to evaluate the
intervention of an individual education policy programme. Lastly, this paper discussed the
advantages and the constraints of the realist evaluation.
*Key words: Education policy evaluation, realist evaluation, policy evaluation theory,
education welfare priority policy, decentr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