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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평가 영향 요인에 대한 메타 연구

*

양 길 석†(가톨릭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대학 강의평가 영향 요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그동안 연구된 영향 요인들
을 추출․분류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종합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 산출을 위해 영향 요인들의
통제 여부 및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대학 강의평가의 질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 검색을 통하여 강의평가 영향 요인에 대한 연
구물 총 24편을 추출․선정한 후,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들을 학생, 교수, 강좌 특성의 세 범주로 분
류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메타분석의 고전적 방법인 투표계산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통합
한 후 유의미한 영향 요인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통합 결과 유의미한 변인을 대상으로 통제가능성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과 통제정당성(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비추
어 각 요인들의 통제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강의평가 영향 요
인 변수는 총 28개였고, 그 중 검증된 결과들을 통합했을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12개였으며,
통제의 가능성과 정당성 평가를 통해 통제적절성을 확보한 변인은 6개로 국한되었다. 끝으로 여러
대학을 대상으로 공통 도구와 변인을 활용한 연구 수행, 학생 특성 관련 변인의 탐색 활성화, 자료
의 다층 속성을 반영한 위계선형모형의 활용, 주요 영향 요인을 고려한 결과의 합리적 활용, 교수의
교육역량과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강의평가, 강의평가 영향 요인, 메타연구, 투표계산법, 통제가능성, 통제정당성, 통제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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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부터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하면서 대학의 강의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운영되기 시작하
였다(백순근, 신효정, 2008; 지은림, 1996). 이 제도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지향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려는 5․31 교육개
혁과 맞물려 대학의 변화와 개선을 꾀하고자 했던 것으로 최근에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잘 뽑는 경쟁”으로부터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의 대학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
업’(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대
학들은 교육 여건 개선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김신영, 지은림, 양길석, 송미영,
김준엽, 2010; 양길석, 김준엽, 김경이, 박미희, 2011).
대학교육의 성과 지표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직접적 교육활동의 핵심인 강의(수업)에 국
한할 때 ‘강의의 질’을 주요 지표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강의의 질에 대한 확인 및 관리 기제
로서 ‘강의평가’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학들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도구의 개발․적용․개선과 평가 결과 산출․활용의 합리성 제고, 효율적․효과적 시
행을 위한 제도 및 기반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시행 초기와는 달리 대부분의
대학에 ‘강의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 전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 설문 중심의 강의평가는 평가자인 학생의 전문적 판단 수준 미흡, 응답의
성실성 부재, 학생 만족도 중심의 설문 평가문항에 따른 실제 교수역량 측정 미흡, 강의 외적인
요인의 영향 등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을 깔끔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학교육의 핵심 수요자인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 보장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강의평가
결과의 공개가 확산되고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도가 강화되면서 강의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
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전문적 판단 수준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평가가 대체로 타당하고 유용하다는 연구
(Cashin, 1995; Marsh, 1987; Marsh & Roche, 1997) 결과들에 기반하여 평가 주체에 대한 논란은 크
게 부각되지는 않는 듯하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계속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강의평가의 타당도 측면에서 교수역량과 관계없는
강의(수업)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강의평가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1990년대 이후 다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개별 대
학 단위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일부 변인들에 있어 그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
성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개별 연구들을 종합하여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연구 결
과의 일반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인 구성이나 분석 방법 차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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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강의평가 영향 요인 규명을
위한 선행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어떠한 요인들이 연구되어왔는
지를 정리하고, 연구 결과를 종합(연구 결과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개별 연구의 특성
을 밝히는 작업 포함)하며, 최종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규명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그 통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국내 대학 강의평가 영향 요인으로 연구된 변인들은 무엇이며, 그 빈도는 어떠한가?
2) 변인별 개별 연구 검증 결과와 통합 검증 결과는 어떠한가? 통합 검증 결과와 차이가 있는
개별 연구 결과들의 방법론적 특이성이 있는가?
3) 강의평가 영향 요인들에 대한 통제적절성(통제가능성과 통제정당성)은 어떠한가?
1)

Ⅱ. 이론적 배경
1. 강의평가 영향 요인의 분류 체계
강의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가르치는 사람 즉 교수자라 할 수 있지만, 생태학적
관점으로 볼 때 강의는 본질적으로 학생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에 학생의 특성
이 영향을 미치며, 또한 상황 특수성에 비추어 가르치는 교과목의 특성이나 강의를 둘러싼 여러
환경적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강의 질 결정에 작용을 한다(양길석 외, 2011). 따라서 강의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의 대표적 형태인 강의평가 결과 또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
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한신일, 2001)
강의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류로 양길석 외(2011)는 교수, 학습자, 교과목, 환경
의 4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 영역 요인은 강의를 실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수자의 태도
와 행위, 교수자의 직위, 연령, 성별, 전공, 연구업적, 봉사실적 등의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며, 학
습자 영역 요인은 강의 수강동기, 수업참여도 혹은 성실성, 학습부담, 기대 성적 등의 심리․태
도적 특성과 학년(재학연한, 학번 포함), 성별, 전공, 성적 등의 배경적 특성을 뜻한다. 교과목 영
역 요인은 교과목의 선택이나 내용 수준 혹은 과목의 분야 등과 관련된 특성들로서,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에 따른 교과목 이수 구분(필수/선택, 전공/교양), 개설학과, 개설학년 등의 변인들을
의미하며, 환경 영역은 수강생 수(강좌규모)나 물리적 강의환경(좌석 배치, 강의실 크기, 교구 및
기자재 등)을 뜻한다.
Ting(2000)은 강의평가 결과에 미치는 요소들을 교수자차원의 결정요소(Teacher-Level Determinants;
- 295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양길석(2014)

교내행정경험, 연구업적, 직위 등), 학생차원의 결정요소(Student-Level Determinants; 학년, 전공 등),
수업차원의 결정요소(Class-Level Determinants; 강좌규모, 강좌구성의 이질성, 출석률 등), 강좌내용
차원의 결정요소(Course-Level Determinants; 강좌난이도, 교양/전공, 필수/선택 등)의 네 영역으로
구분, 제시한 바 있다(한신일, 2001). 이는 앞서 제시한 양길석 외(2011)의 분류 체계와 매우 유사
하다. 즉, 교수자차원, 학생차원, 수업차원, 강좌내용차원은 각기 교수, 학생, 환경, 교과 영역과
맞대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업차원의 요소 중 출석률이라는 것이 수업차원의 결정요
소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신일(2001)은 Braskamp, Brandenburg, & Ory(1984)의 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교수의 개인적 특
성을 의미하는 교수관련요인(교수의 연령, 성별, 직위, 전공, 연구업적, 봉사실적 등), 학생의 개
인적 특성을 의미하는 학생관련요인(학생의 연령, 성별, 학년, 전공, 학점, 학생의 다양성 등), 그
리고 교수와 학생관련 요인을 제외한 강의 특성 및 환경 요인을 뜻하는 수업관련요인(강좌규모,
이론/실기 구분, 교양/전공 구분, 학점부여 관용성, 출석 중요도, 과제물 중요도, 시험 중요도, 교
수법 활용 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체계는 양길석 외(2011)나 Ting(2000)의 두 체계와
유사하면서도, 교과목 영역과 환경 영역 혹은 강좌내용차원과 수업차원을 ‘수업관련요인’으로 묶
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강좌관련요인으로 분류한 학점부여 관용성, 출석 중요도,
과제물 중요도, 시험 중요도, 교수법 활용 등의 변인들은 교수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오히려
교수관련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다.
백순근, 신효정(2008)은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한 영향 분석을 위해
변인의 수준을 학생수준(1수준)과 강좌수준(2수준)으로 구분하고, 학생수준의 변인으로는 학생의
성별, 학년, 전공, 수강동기, 강의참여도, 예상학점, 성취학점 등을, 강좌수준으로는 교수성별, 교
수연령, 교수직급, 강좌 학문계열, 강좌 규모, 강좌 유형 등을 제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보
금, 김재웅(2013)도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류 체계는 강의평가와 관련하여 1수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예컨대, 교수자 특성을 주요
관심사로 하여 강의평가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수업 외적인 학교 차원의
변인 등이 투입되어 변인들의 위계가 몇 개 수준으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이상에서 위계선형모형에서의 분류 방식을 제외한 분류 체계들은 공통적으로 교수, 학생을
포함하면서 교과목과 환경을 분리하거나 하나로 묶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
목과 환경을 묶는 방식을 취하여 교수, 학생, 강좌의 세 가지 특성 범주 체계를 활용하고자 한
다.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를 두 축으로 한다면 이를 둘러싼 외적 요인들을 모두 수업관련
환경으로 묶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의규모 외에 환경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가 거의 없
어 리뷰 중심의 본 연구에서 별도 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하기에 그 비중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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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 연구
이 연구에서 메타 연구라는 용어는 메타분석과 메타평가의 성격을 갖는 복합적 개념으로 사
용하고 있다. 메타분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연구된 기존 연구물들의 결과를 객관적으
로, 그리고 계량적으로 종합하여 고찰하는 연구방법’을 뜻하는 것으로, 1930년대 Fisher, Pearson
등 통계학자들에 의해 통계적 기초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1976년 Glass에 의해 연구 결
과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es)을 뜻하는 메타분석이란 용어로 처음 명명되어 사용되었다(김
용겸, 2010; 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그리고 개별 연구 결과들을 계량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법 즉 분석 결과 통계치의 결합 방법은 투표계산법(vote-counting method), 유의도 검증 분석
(analysis of significance levels)., 효과크기 분석(analysis of effect-magnitude measures)으로 대별된다
(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이 연구에서는 투표계산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통합을 시도
한다. 투표계산법은 개별 연구에서의 검증 결과를 유의한 정(+), 유의한 부(-), 유의하지 않
음(0)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가장 많은 빈도가 나타난 유목을 최종 결과치로 선정하는 방법
이다.
한편, 메타평가란 일반적으로 ‘평가에 대한 평가’를 뜻하는 것으로, 평가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시행된다. 그리고 평가계획에 대한 진단적 메타평가, 평가의 실행과정에 대한 형성적 메타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총괄적 메타평가로 구분된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이 연구에서는 메타분석
을 통해 유의미한 것으로 통합․규명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강의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통제가능성), 그리고 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통제정당
성)를 진단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 때 미국 Joint Committee(1994)가 제시한 메타평가의 두 가지
영역 기준(실행가능성, 정당성)을 준용하여 통제의 적절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김성훈, 김신영,
서민원, 양길석(2009)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실행가능성’ 기준은 평가란 보통 실험실 상황이 아닌 자연적 상황에서 수행되고 가치 있는
자원들을 소비하는 것이라 전제하면서, 평가 설계는 현장 상황(field settings)에서 실시 가능해야
하며, 평가가 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원, 자료, 인력, 시간 등을 낭비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즉, 평가가 실제적이고 신중하며 책략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정당성’ 기준은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들춰
내고 그 행위를 못하도록 경계시킨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평가자는 프라이버시, 정보공개, 인
권 보호 등과 관련한 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잘 준수해야 하며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
어야 한다(김성훈 외, 2009, 568쪽 부분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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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강의평가 영향 변인의 통제가능성은 메타평가의 실행가능성 기준을
참조하여 ‘대학교육 실제 상황에서 그 변인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 방안이 무엇
이며 그 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인지’를, 통제정당성은 메타평가의 정당성 기준을 참조하
여 ‘강의평가 영향 변인의 통제가 강의평가 관련자(주로 교수, 학생)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는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연구의 선정
본 연구는 국내의 대학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리뷰하는 것이기에 일차적
으로 국내 연구물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위논문 중심의 국회전자도서관과 학술논문
중심의 한국학술정보원 RISS,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 DBpia, 교보문고 스
콜라, 학술교육원 e-article 등의 전자저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강의평가’ 혹은 ‘수업평가’
를 검색 키워드로 이용하여 2013년까지의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각 검색 엔진에서 추출된 목록
들을 비교․종합하여 1차적인 목록집(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소고, 보고서 등은 제외하고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국한함)을 작성하고, 원문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논문의 제목과 요약
(abstract)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강의평가 결과 분석, 영향 요인, 점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다룬 논문
들을 가선정한 후, 이의 원문 검토 작업을 통해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룬 논문
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강의평가 결과에 미치는 것으로 구체적인 변인들을 설정하기보다는 학생
의 분산이 크다는 결과를 밝힌 지은림(1996)의 연구를 제외한 24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그 개요를 연구에서 활용한 교과목과 학생 표본의 측면과 변인 영역 구성의 측면으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총 24편의 논문 중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6편, 교양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4편, 사범대학 개설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 전공 교과
목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 회계학전공 1개 과목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 그리고 표본 집
단의 참여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논문 1편이었다. 이 중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다
시 특정 년도 혹은 학기의 전체 자료를 활용한 것(13편), 사이버대학강의의 전체 자료를 활용한
것(2편), 상대평가 과목만을 활용한 것(1편),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전체 교과목을 활용한
것(1편)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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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대상 측면의 연구 분포
전 과목
부분 과목
교과목
계
상대평가 전공 교양 사범대 기타
대상자
전 과목 사이버
강의 과목* 과목 과목 과목
전체 학생
12
2
1
1
3
1
20
표본
1**
1***
2****
4
13
2
1
1
4
1
2
24
계
(100%)
16 (66.7%)
8 (33.3%)
* 최근 대학의 성적 평가는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 과목으로 분류함.
** 인문사회계열 학생으로 표본을 한정했으나 표본 학생들이 수강한 전체 과목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임.
*** 2개년도 각기 6개의 교양과목, 952명과 7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송미섭, 지은림, 1994)
**** 대학 2-4학년 389명 표본의 응답자료 분석 연구(이호배, 2005), 회계학 전공 2학년 147명 표본의 분석
연구(박무현, 도상호, 2004)가 이에 해당함.

또한 <표 2>와 같이 연구에서 다룬 변인의 영역 조합에 따라 학생, 교수, 강좌의 개별 특성
하나만을 다룬 연구, 두 개의 특성(학생-교수, 학생-강좌, 교수-강좌)을 다룬 연구, 그리고 세 개
특성(학생-교수-강좌) 모두를 다룬 연구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한 개 영역만을 투입한 연구가
29.2%, 두 개 영역의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가 33.3%, 그리고 세 개 영역 모두를 다룬 연구는
37.5%였다.
구분
빈도

<표 2> 변인 영역 설정 측면의 연구 분포
1개 특성 연구
2개 특성 연구
학생- 교수학생 교수 강좌 학생
교수 강좌 강좌

%

2

2

3

3

4

1

8.7

8.7

13.0

13.0

16.7

4.3

29.2

33.3

3개 특성 연구
학생-교수-강좌)

계

9

24

37.5

100

(

2. 분석 방법
가. 변인별 영향 유무 통합 분석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연구에서는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강좌, 교
수, 학생 특성 영역으로 대별한다. 이에 3개 영역별로 분석 대상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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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그 사용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투표계산법을 준용하여 3편 이상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각
변인별 검증 결과를 통합하였다. 즉, 특정 변인에 대한 개별 검증 결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
우(○)와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한 후, 그 방향성에 대하여 정적 관계는 (+), 부적 관계는
(-), 유의하지 않음은 (0)으로 표기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유목으로 결과를 최종 통합 결과
로 확정하였다. 다만, 일부 변인에 있어서는 하위 범주별 차이가 있는가에만 초점을 두어 어떤
방향성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 여부만을 통합하였다. 예컨대 ‘전공’과 같은 변
인은 각 연구에서 다루는 하위 범주들이 매우 상이하여, 전공 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에 대해 어
떤 전공일 때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대한 통합된 결과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
당 변인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의 여부(○, ×)에 대한 유목별 우세 빈도를 가지고 결과
를 통합하였다. 또한 개별 검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뿐 아니라 주요 내용을 함께 진술함으로
써 영향의 방향 파악 등 해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변인별 통합 결과와 차이를 보
이는 개별 연구들의 경우 그 방법론적 특이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나. 영향 요인들의 통제적절성 평가
변인별 영향 유무 통합 분석을 통해 최종 결정된 유의미한 영향 요인에 대해 그 통제의 적절
성을 평가해보는 절차이다. 즉, 학교 차원에서 해당 요인이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인위적인 통제(학교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측면의 관리․지원 절차)를 할 수 있는가(통제
가능성)와 인위적인 통제가 정당한가(통제정당성)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각 변인들의 통제가능성과 통제정당성 각각에 대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 낮은 것
으로 판단될 경우 ×, 보통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로 표기한 후, 변인별로 둘 다 높을 때와 하
나는 높으나 다른 하나는 보통 수준을 나타낼 때 통제적절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연구자와 교
육전문가 1명이 개별 평정을 실시한 후, 협의를 통하여 최종 합의 판정을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변인별 강의평가 결과에의 영향 유무 통합 분석
가. 강좌 특성 변인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강좌 특성 변인을 다룬 연구는 총 17편이며, 이 중
강좌 특성만 다룬 것은 3편, 학생 변인과 함께 분석한 것은 4편, 교수 변인과 함께 분석한 것은
1편, 그리고 학생 및 교수 변인과 함께 분석한 것은 9편이었다. 이 연구들에서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설정한 강좌 특성 변인은 총 8개로 분류되며, 가장 많이 탐색된 것은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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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6편)과 강의규모(15편) 변인이었고, 다음으로 개설학과(5편), 강의방식(4편) 등의 순이었다.
그 외 개설학년(류춘호, 이정호, 2002; 조장식, 강창완, 최승배, 2009), 수강환경(최보금, 김재웅,
2013), 주/야 개설 및 정규반/별도반(추준석, 이영수, 2003)을 다룬 연구가 각각 1편씩 있었다. 강
좌 특성 변인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수구분
강좌 특성 변인으로서 이수구분을 다룬 연구는 16편이었는데, 전체 과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
는 경우에는 전공과 교양, 필수와 선택의 두 가지 구분 방식을, 교양 과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
는 경우에는 선택과 필수의 구분 방식을 중심으로 변인을 다루고 있었다(<표 3> 참조).
1)

<표 3> 이수구분 적용 방식별 분포와 주요 결과

이수구분 방식
주요 결과
연구
전공/ 선택/ 조합형 통계적 방향
내용
/ 선택/
교양 필수
유의성 전공
교양 필수
이동명(1999)
∨
○ (+)
전공>교양
임형, 노은하(2001)
∨
(+)*
선택>필수
한신일(2001)
∨
×
(0)
전공=교양
김명화(2002)
∨ ○ (+) (+) 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필수
류춘호, 이정호(2002) ∨ ∨
○ (+) (+) 전공>교양, 선택>필수
전과목 추준석, 이영수(2003) ∨
○ (+)
전공>교양
대상
장은정, 류완영(2005)
∨ ○ (+) (–) 교필>전필,전택>교선(사이버)
(12편)
조인진(2005)
∨
(+)*
전공>교양/교직
김현철(2006)
∨
○ (+)
전공>교양/기초
손충기, 김영태(2007) ∨
×
(0)
전공,교양>교직(사범대개설)
염시창(2008)
∨
×
(0)
전공=비전공(교양포함)
조장식 외(2009)
∨
○ (+)
전공>교직>교양>
백순근, 신효정(2008)
∨ ○
(+)
일반교양>학문의 기초
교양
박완성(2010)
∨
(+)
(교양)선택>(교양)필수
과목 송미섭
, 지은림(1994)
∨
문항별 만족 순위 상이
대상(4편)
최보금, 김재웅(2013)
∨
○
(+)
(일반)선택>(중핵)필수
- 추리통계 검증이 아닌 기술통계를 통한 비교와 해당 연구자의 전문적 해석을 뜻함.
* 결과 통합 시에는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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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공과 교양 과목 구분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는 11편(조합형 포
함)의 연구 중 7편에서 전공과목이 높았고, 3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1
편(조인진, 2005)에서는 평균에 기초하여 전공이 교양/교직 과목보다 높다고 서술하였으나 통
계적 검증을 실시하지는 않았기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선택과 필수라는
과목 구분에 따른 연구 결과를 보면, 7편(혼합형 포함)의 연구 중 5편에서 선택과목이 필수과
목보다 강의평가 점수가 높았으며, 사이버대학의 강의를 중심으로 연구한 장은정, 류완영(2005)
의 연구에서만 필수가 선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송미섭, 지은림(1994)의 연구에
서는 6개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문항들의 만족도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만을 제시하
고 있다.
전공과 교양 과목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3편의 연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7편의 연구와 다소 상이한 방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신일(2001)의 연구는 강의평가 우수
교수와 저조교수의 46개 강좌에 대한 교양과 전공과목 간 빈도 차이 검증(χ 검증)을 실시하였는
데, 대부분 강의평가 점수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손충기, 김영태
(2007)의 연구는 사범대 개설 34개 과목(교양 12, 교직 4, 전공 18)에 국한하여 전공과 교양 과목
간 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표본의 제한성에 따른 결과의 상이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염시창(2008)의 연구는 전공과 대비되는 이수구분을 비전공(교양을 포함한 기타 모든 과목)으로
설정함으로써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사이버 강의를 대상으
로 한 장은정, 류완영(2005)의 연구 결과는 교양필수(78.73)>전공필수(78.63),전공선택(78.05)>교양
선택(77.75)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공과 교양의 단순 평균을 내어보면 전공(필수+선택)이 78.34,
교양(필수+선택)이 78.24로서 약 0.1의 차이를 보이며, 교양필수와 전공필수 간 유의한 차이(0.1)
에 비추어볼 때 전공이 교양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인다 말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교양
과 필수로만 구분한다면 4개 집단(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일 때보다 집단별 사
례 수가 클 것이며, 그에 따라 0.1점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
문이다.
전반적으로 분석 방법이나 표본 등의 특이성을 가진 연구를 제외한다면 전공이 교양보다, 선
택이 필수보다 높은 강의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수구분은 강의평가 결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

2

강의규모
강좌 특성 변인으로서 강의규모를 다룬 연구는 15편이었는데, 변인의 형태를 범주로 처리한
연구가 8편, 인원수로 다룬 연구가 7편이었다(<표 4> 참조).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강의규모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강의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알
아본 결과는 12편이 부적 관계(이 중 2편은 특이한 부적 관계), 2편이 정적 관계, 그리고 1편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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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조인진(2005)과 박완성(2010)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30명 이하일 때 이
보다 큰 규모의 강좌보다 높은 강의평가 점수를 받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가장 큰 규모로 설정
한 121명 이상, 61명 이상의 강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한 부적 관계
라 볼 수 있다. 조인진(2005)은 연구 대상 학교의 특이한 현상으로만 이해하였고, 박완성(2010)은
분석 대상의 특성, 즉 대형강좌(61명 이상)가 수상스키, 사회봉사, 노작교육 등 실습 위주로 하는
교양 강좌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연구 모두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집단별 기술통계를 통한 연구자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표 4> 강의규모 변수 형태별 분포와 주요 결과

변수 형태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방향
범주 인원
내용
수 유의성
임형, 노은하(2001)
∨ ○ (–) 부적
한신일(2001)
∨ ○ (+) 우수강좌 75명>저조강좌 47명
김명화(2002)
∨
○ (–) 20명이하>21-40명, 41-60명>61-80명>81명이상
한신일(2002)
∨ ○ (–) 부적
추준석, 이영수(2003) ∨
○ (–) 10명미만>10-19명>…>50명이상
전과목 장은정, 류완영(2005) ∨
○ (+) 51명이상>50명이하
대상
조인진(2005)
∨
(–)* 121명이상>30명이하>31-60, 61-90, 91-120명
(11편)
김현철(2006)
∨
○ (–) 20명미만>20-40명미만>…>…>80명이상
손충기, 김영태(2007) ∨
○ (–) 소규모>대규모>중규모
조장식 외(2009) ∨
○ (–)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이의길(2012)
∨ ○ (–) 부적(단, 비전임교원에서는 무의미)
이재만, 차영준(2012)
∨ ○ (–) 부적
∨ ○ (–) 부적
교양 백순근, 신효정(2008)
과목
박완성(2010)
∨
(–)* 61명이상>30명이하, 31-40명>41-50명>51-60명
대상(3편) 최보금, 김재웅(2013)
∨ × (0) 무의미(학생 및 수업수준 모두 포함)
- 추리통계 검증이 아닌 기술통계를 통한 비교와 해당 연구자의 전문적 해석을 뜻함.
* 결과 통합 시에는 산정하지 않음.

또한 강의규모가 클수록 강의평가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즉 정적 관계를 보인 연
구는 다른 연구들과는 다른 방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신일(2001)의 연구는, 앞서 이수구분
에 따른 특이한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수강좌(23개)와 저조강좌(23개)를 구분한 후 평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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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이에 대해 t검증한 결과로서 표본의 제한과 분석 방법의 차별성(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역
치)을 갖는다. 후속으로 동일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2002)에서 강의규모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
귀분석을 했을 시 강의평가 결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은정, 류완영
(2005)의 연구도 사이버강의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연구자
들은 부적 관계를 보이는 일반 대학 중심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은 ‘사이버강의가
대집단강의라는 고정관념 때문이거나 수강인원이 작아 강의에 대한 기대가 더 컸기 때문일 수
도 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강의를 대상으로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강의규
모가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비전임교원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이의길(2012)의 연
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전반적으로 일부 특이성을 가진 연구를 제외한다면 강의규모는 강의평가 결과와 부적 관계
를 가지며, 특히 20명 이하 혹은 30명 이하의 강의에서 다른 규모의 강의에 비해 양호한 평가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강의규모는 강의평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개설학과
강좌 특성 변인으로서 개설학과를 다룬 연구는 5편으로, 모두 개설학과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통계 검증을 실시한 것은 4편임). 각 연구에서 다룬 대상
이 개별 대학의 학사조직의 특이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하
지만 개설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인문(문과)계열이 이과계열보다는 강의평가 결과가 높은 경
향을 보인다. 그러나 강의 개설학과의 영향이 그것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3)

<표 5> 개설학과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유의성
내용
임형, 노은하(2001)
교직, 신학과>…>컴퓨터정보, 중국어
김명화(2002)
○
의과대학>기타>이과대학
전과목
대상(4편)
류춘호, 이정호(2002)
○
문과>경영, 이과, 미술
장은정, 류완영(2005)
○
인문사회>예체능
교양과목
백순근, 신효정(2008)
○
인문계열>사회계열>이공계열
대상(1편)
- 추리통계 검증이 아닌 기술통계를 통한 비교와 해당 연구자의 전문적 해석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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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방식
강좌 특성 변인으로서 강의방식을 다룬 연구는 4편으로, 모두 강의방식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하지만 세부 결과에 있어서
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김현철(2006)과 조장식 외(2009)의 연구는 실습이나 실기
방식의 과목이 이론 혹은 강의 중심 방식의 과목에 비하여 평가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
면, 한신일(2001)과 박완성(2010)의 연구는 이론, 강의 중심 방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일(2001)의 연구는 이론․실기 과목이 강의평가 우수교수 강좌 23개 중 1개 였던 반면 저조교
수 강좌(23개)에서는 6개가 있어 교차검증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박완성
(2010)의 연구는 교양과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험․실습 혹은 실기 중심의 전공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전 과목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의방식
이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에 대한 일반화를 꾀하기 위해
서는 강좌의 유사 조건을 고려한 추수 연구가 요구된다.
4)

<표 6> 강의방식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유의성
내용
한신일(2001)
○
이론>이론+실기
전과목
김현철(2006)
○
실습>이론
대상(3편)
조장식 외(2009)
○
실기>강의+실험>순수강의
교양과목
박완성(2010)
○
강의, 강의+실습+발표토의>강의+발표토의
대상(1편)

기타
위 4개 변인 이외에 강좌 특성으로서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변인으로 연구된 기타의 것
들로는 개설학년, 주/야 개설, 별도반/정규반, 수강환경이 있었다.
개설학년을 다룬 연구는 2편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춘
호, 이정호(2002)의 연구에서는 4학년 대상 개설과목이 나머지 학년보다 강의평가 결과가 높았
고, 조장식 외(2009)의 연구에서는 3>4>2>1의 순으로 강의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개설
학년이 높을수록 강의평가 결과가 높다는 것은 강좌 특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수강생
의 학년이라는 학생 특성 변인의 영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하
는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추준석, 이영수(2003)의 연구는 강의 개설 시간과 학생 소속의 정규반 여부에 따른 강의
평가 결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야간 개설 과목이 주․야합반 개설 과목이나 주간 개설 과목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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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았으며, 이는 야간반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성실도가 높은
점에 기인한 것이라 추론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학생 소속이 별도반일 때 정규반보다
더 높은 강의평가 결과를 보였으나, 연구자들은 별도반 학생들의 응답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
렵기 때문에 강의평가 결과 활용 시 정규반 학생들의 자료만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의 개설 시간이나 정규반 여부라는 특성은 일반적인 대학 상황에 적용되기 어렵다.
끝으로 수강환경(최보금, 김재웅, 2013)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만족할수록 강의
평가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 특성 변인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교수 특성 변인을 다룬 연구는 총 15편이며, 이 중
교수 특성만 다룬 것은 2편, 학생 변인과 함께 분석한 것은 3편, 강좌 변인과 함께 분석한 것은
1편, 그리고 학생 및 교수 변인과 함께 분석한 것은 9편이었다. 이 연구들에서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설정한 교수 특성 변인은 총 9개로 분류되며, 가장 많이 탐색된 것은 교수직
위(9편) 변인이었고, 다음으로 교수연령(6편), 교수성별(6편), 강의 구성 및 활동(5편) 등의 순이었
다. 그 외 교수의 연구업적(2편), 봉사실적(2편), 소속계열(1편), 강의시수(1편), 강의경력(1편)을 다
룬 연구가 있었다. 교수 특성 변인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직위
교수 특성 변인으로서 교수직위를 다룬 연구는 9편으로, 이 중 8편은 강의를 담당한 교수자의
신분이 전임교원(일부에서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세부 직급 활용)인지 시간강사
혹은 비전임교원인지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의 차이를, 나머지 1편은 전임교원 내에서의 직급 간
차이를 분석한 것이었다. 이 중 교수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구는 6편
이었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는 3편이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6편(통계적 검증을 통한 것은 5편)의 연구는 대체로 전임교원이
시간강사보다 강의평가 결과가 높다는 일관성을 보인다. 한편 유의한 차이가 없는 3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먼저 한신일(2001)의 연구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간 우수교수와 저조교수
의 비율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기타 연구들과는 다르게 교수직
위 변인에 시간강사(비전임교원)를 포함하지 않고 전임교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 결과들과 통합하기 어렵다. 사범대학 개설 과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손충기, 김영태
(2007)의 연구와 교양과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최보금, 김재웅(2013)의 연구도 전임교원과 시간
강사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최보금, 김재웅(2013)의 연구는 교양과목만을 대
상으로 한정하여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했던, 즉 대상 과목과 분석방법 측면에서 유사했던 백순
근, 신효정(2008)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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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수직위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방향
내용
유의성 (전임-비전임)
이동명(1999)
○
(+)
전임>시간강사
한신일(2001)
×
통합불가 직급(시간강사 제외) 간 차이 없음
추준석, 이영수(2003)
○
(+)
전임>시간강사
전과목
조인진(2005)
(+)*
전임>시간강사(상하위 편차 심함)
대상(7편)
김현철(2006)
○
(+)
전임>시간강사
손충기, 김영태(2007)
×
(0)
전임=시간강사
김진화, 박종국, 홍영은(2011) ○
(+)
직위가 높을수록 결과 좋음
백순근, 신효정(2008)
○
(+)
전임>비전임
교양과목
대상(2편)
최보금, 김재웅(2013)
×
(0)
전임=비전임
- 추리통계 검증이 아닌 기술통계를 통한 비교와 해당 연구자의 전문적 해석을 뜻함.
* 결과 통합 시에는 산정하지 않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수직위(전임과 시간강사)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 전임교수가 시간강사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다 할지라도, 과목 이수구분(전공/
교양, 필수/선택), 수강학생의 학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
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연령
교수 특성 변인으로서 교수연령을 다룬 연구는 6편으로, 모두 교수연령이 강의평가 결과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방향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4편의 논문은 부적 영향을, 1편의 연구에서는 정적 영향을, 그리고
나머지 한편에서는 모호성을 나타낸다. 다만 최근의 3개 연구에서는 모두 부적인 영향, 즉 연령
이 낮을수록 강의평가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 교육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에 따른 교수의 수업전문성 신장 노력, 수업 매체 및 환경의 급속한 변화, 학
생의 요구와 스타일의 변화 등 시대․사회적 변화에의 능동적, 탄력적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

교수성별
교수 특성 변인으로서 교수의 성을 다룬 연구는 6편으로, 이 중 5편은 교수성별에 따라 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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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것으로, 나머지 1편은 여교수가 남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춘호, 이정호(2005)
의 연구는 개별 차이 검증을 했을 시엔 남교수가 여교수보다 강의만족도가 높았지만, 학생 특성
요인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했을 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한신일
(2001), 손충기, 김영태(2007), 이의길(2012), 최보금, 김재웅(2013)의 연구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백순근, 신효정(2008)의 연구에서는 여교수가 남교수보다 강의평가 점수가 높
았는데, 교양과목을 대상으로 한 최보금, 김재웅(2013)의 결과와 상이함이 특징이다. 교양과목 대
상의 연구 결과가 상반되는 반면, 전과목 대상 연구에서는 교수의 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연구의 수가 적고 연구 변인 및 분석 방법 간 상이성을 고려해볼 때
추수적인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과목
대상(4편)
교양과목
대상(2편)

전과목
대상(3편)
교양과목
대상(2편)

<표 8> 교수연령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방향
내용
유의성
한신일(2001)
○ (–) 상관 -.17**; 우수교수평균연령<저조교수평균연령
김명화(2002)
○ (0)
36-55세>56세이상>35세이하
류춘호, 이정호(2005) ○ (+)
상관 0.04; 베타계수 0.013
김진화 외(2011)
○ (–)
중위수미만>중위수초과
백순근, 신효정(2008) ○ (–)
부적
최보금, 김재웅(2013) ○ (–)
30대>60대
<표 9> 교수 성별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방향
내용
유의성 (남-여)
한신일(2001)
×
(0)
상관 .02; 우수-저조집단 간 성 차 없음
류춘호, 이정호(2005)
×
(0)
학생요인과 동시 투입 시 무의미
손충기, 김영태(2007)
×
(0)
무의미
이의길(2012)
×
(0)
무의미
백순근, 신효정(2008)
○
(–)
여>남
최보금, 김재웅(2013)
×
(0)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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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구성 및 활동
교수 특성 변인으로서 교수의 강의 구성 및 활동을 다룬 연구는 5편으로, 모두 각 대학에서
실시했던 강의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변인 구성 및 분석 방법에서 상이함을 보
이고 있다. 이동명(1999), 류춘호, 이정호(2005), 염시창(2008)의 연구는 개별 대학의 강의평가 설
문조사지의 문항들을 나름의 이론 체계에 따라 요인을 구성하여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설문지
에 포함된 강의만족도 혹은 강의총평 문항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신일
(2001)의 연구는 강의평가 우수교수집단과 저조교수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기 23개 강좌를 설정하
고, 각 강좌별 다양한 교수법 활용, 강좌의 난이도, 학점부여 관용성, 출석의 중요도, 시험의 중
요도를 산출한 후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교수법 활용은 ‘강의’와 ‘강의+기타
교수법’으로, 강좌의 난이도는 강좌가 제시하고 있는 수강대상학년을 1, 2-3, 3-4학년으로, 학점
부여 관용성은 A학점(4.0) 이상이 D+(1.5) 이하보다 많은 경우 관용성이 높은 강좌, 그 반대인
경우는 낮은 강좌로 구분한 후, 각기 집단 간 해당 강좌 수의 차이 검증(χ 검증)을 하였다. 그리
4)

2

연구
이동명
(1999)

한신일
(2001)

박무현,
전과목 도상호
대상 (2004)
(4편)
류춘호,
이정호
(2005)

염시창
(2008)

교양과목 박완성
대상(1편) (2010)

<표 10> 교수 강의 구성 및 활동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유의한 변인
무의미 변인
- 강의의 질 - 학생과의 상호작용
- 수업계획성
- 학습량
- 교재선택적합도
- 다양한 교수법 활용 - 강좌난이도
- 출석 중요도
- 평가방식(학점부여 관용성, 과제물중요도,
(우수교수<저조교수)
시험 중요도)
- 강의 효과, 강의 준비성, 강의 이해
가능성, 강의계획서의 준수, 강의난 - 과제물의 양, 질문에 대한 성실성
이도, 학생수업참여 유도, 학업의욕
고취, 시간 준수/결손 유무
- 강의운영방식(교재효과, 과제물효과,
시험적절성, 수업성실도)
- 평가방식 중 부정방지노력
- 평가방식(출석관리, 평가공정성)
- 강의관여(수업무결손, 시간외지도)
- 강의구성요인
- 강의진행요인
- 강의부담요인
- 평가요인
- 출석점수 비중
(강의평가 점수와 정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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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 출석, 과제물, 시험의 중요도는 강좌별 최종 성적 산출 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두 집단 간 차이 검증(t검증)을 한 것이다. 한편 박완성(2010)의 연구는 교양학과목의 강의평가
점수와 출석점수 비중 간 상관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 대상과 변인 구성의 특이성을 갖는 한신일(2001)의 연구를
제외한다면 교수의 강의 구성 및 활동의 대부분 변인들은 강의평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업계획성, 과제물의 양, 질문에 대한 성실성 등은 연구별 변인 설정과
분석 방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기타
이상의 변인들 이외에 강의평가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으로 투입된 교수 특성 변인
들로는 교수의 연구업적, 봉사실적, 소속계열, 강의시수, 강의경력 등이 있었다. 한신일(2001)의
연구에서는 연구업적, 봉사실적, 소속계열, 김진화 외(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업적, 봉사실적, 강
의시수 등의 변수를 포함시켜 다뤘다. 연구업적과 봉사실적은 두 연구 모두 강의평가 결과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속계열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한신일, 2001), 강의시수가 많은 교수집단이 적은 교수집단보다 강의평가 결과가 높았다(김
진화 외, 2011). 한편 강의경력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이의길, 2012)도 수행되었는데, 전임교원
의 경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비전임교원의 경우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변인들을 다룬 논문의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를 꾀하기는 어렵다.
5)

다. 학생 특성 변인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학생 특성 변인을 다룬 연구는 총 18편이며, 이 중
학생 특성만 다룬 것은 2편, 교수 변인과 함께 분석한 것은 3편, 강좌 변인과 함께 분석한 것은
4편, 그리고 교수 및 강좌 변인과 함께 분석한 것은 9편이었다. 이 연구들에서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설정한 학생 특성 변인은 총 11개로 분류되며, 가장 많이 탐색된 것은 학년
(학번 변인 포함, 13편) 변인이었고, 다음으로 성적(10편), 성별(10편), 수업참여도(7편), 학과(전공,
6편) 등의 순이었다. 그 외 군필 여부(2편), 학생체감 강의난이도(2편), 강의평가 관심도(1편), 수강
동기(1편), 무성의응답(1편)을 다룬 연구가 있었다. 학생 특성 변인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학년
학생 특성 변인으로서 ‘학년’을 다룬 연구는 13편으로, 통계적 검증을 한 11편의 논문에서 학
년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았지
만 기술통계를 통해 2편의 논문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에서 학년과 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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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가 결과 간에는 정적인 상관, 즉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강의평가 점수가 높은 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학생 학년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유의성 방향
내용
이동명(1999)
○
(+)
고학년>저학년
임형, 노은하(2001)
(+)*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경향
한신일(2001)
○
(+)
1, 2학년 비율이 적을수록 높음
김명화(2002)
○
(+)
4학년>3학년>2학년>1학년
○
(+)
학년과 정적 상관; 학번과 부적 상관
전과목 류춘호, 이정호(2002)
대상(10편) 류춘호, 이정호(2003)
○
(+)
학년과 정적 상관; 학번과 부적 상관
조인진(2005)
(+)*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경향
김현철(2006)
○
(+)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경향
김진화 외(2011)
○
(+)
3, 4학년 비율 중위수 초과>중위수 미만
이재만, 차영준(2012)
○
(+)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경향
송미섭, 지은림(1994)
○
(+)
3, 4학년>1, 2학년
교양과목 백순근, 신효정(2008)
○
(+)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경향
대상(2편)
최보금, 김재웅(2013)
○
(+)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경향
- 추리통계 검증이 아닌 기술통계를 통한 비교와 해당 연구자의 전문적 해석을 뜻함.
* 결과 통합 시에는 산정하지 않음.

성적
학생 특성 변인으로서 ‘성적’을 다룬 연구는 10편으로, 이 중 8편의 논문에서 성적이 강의평
가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혹은 정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2개의 논문에서는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그런데 유의한 차이 혹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의 결과는 연구설계 및 분석 방법의 특이성(한신일, 2001)이나 변인 설정의 특이성(이재만, 차영
준, 2012)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신일(2001)의 연구는 앞선 결과에서 설명하였듯이 강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수집단과 저조한 교수집단을 설정한 후 두 집단간 학생들의 평균성적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며, 표본 수의 제한과 학생 개개인의 변수가 아닌 강좌관련 변수로의 설정
후 분석이라는 방법론적 특이성을 갖는다. 또한 이재만, 차영준(2012)의 연구에서는 강좌별 수강
생의 평균성적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강좌별 강의평가 결과 차이에의 영향 정도를 보았기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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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상대평가 과목들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했을 시 강좌별 평균성적의 분산이 매우 작았을 것
이며 그로 인해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못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학생 개인별 성적을 변
수로 투입하여 강의평가 결과와의 관계 혹은 결과에의 영향력을 본 연구들을 중심으로 종합했
을 시, 해당 과목 성적이나 전체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기대(예상) 학점이 높을수록
강의평가 결과가 좋은 경향을 보인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전과목
대상(8편)

교양과목
대상(2편)

<표 12> 학생 성적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방향
내용
유의성
한신일(2001)
×
(0)
우수교수-저조교수 집단 간 학생 성적 차이가 없음
추준석, 이영수(2003) ○ (+)
기대학점이 높을수록 결과 좋음
류춘호, 이정호(2003) ○ (+)
정적 상관
장은정, 류완영(2005) ○ (+)
정적 상관
손충기, 김영태(2007) ○ (+)
상, 중집단>하집단
염시창(2008)
○ (+)
기대학점이 높을수록 결과 좋음
조장식 외(2009)
○ (+)
평점평균이 놓을수록 결과 좋음
이재만, 차영준(2012) × (0)
유의하지 않음(상대평가 과목들만 대상)
백순근, 신효정(2008) ○ (+)
성취학점, 예상학점이 높을수록 결과 좋음
최보금, 김재웅(2013) ○ (+)
성취도가 높을수록 결과 좋음

성별
학생 특성 변인으로서 ‘성별’을 다룬 연구는 10편으로, 이 중 8편의 논문에서 학생의 성은 강
의평가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반면(문항별 분석을 시도한 1편의 논문에서는
다소 특이한 경향을 보임), 2편의 논문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
조). 전반적으로 남학생의 강의평가 결과가 여학생의 결과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3)

수업참여도
학생 특성 변인으로서 ‘수업참여도’를 다룬 연구는 7편으로, 모든 논문에서 학생의 수업참여
도와 강의평가 결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즉, 해당 수업과 관련한 예습․복습의 성실성, 출석의 성실성, 수업 열심도 등 학생이 투입한 수
업에의 충실성이 양호할수록 강의평가 결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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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대상(7편)

교양과목
대상(3편)

<표 13> 학생 성별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방향
내용
유의성 (남-여)
이동명(1999)
○ (+)
남학생>여학생
한신일(2001)
×
(0)
차이 없음
류춘호, 이정호(2002) ○ (+)
남학생>여학생
류춘호, 이정호(2003) ○ (+)
남학생>여학생(군필여부 영향 개연성)
류춘호, 이정호(2005) ○ (+)
남학생>여학생(교수 성별과 상호작용)
손충기, 김영태(2007) ○ (+)
남학생>여학생
이재만, 차영준(2012) ○ (+)
남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결과 좋음
백순근, 신효정(2008) × (0)
차이 없음
계획에 따른 진행(여>남), 강의내용 수준(남>여),
송미섭, 지은림(1994) ○ 통합
불가 시험/과제 적절성(남은 극단응답, 여는 중앙응답 경향)
최보금, 김재웅(2013) ○ (+)
남학생일수록 결과 좋음

<표 14> 학생 수업참여도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방향
내용
유의성
이동명(1999)
○ (+)
예습,복습정도; 출석정도
류춘호, 이정호(2003) ○ (+)
출석률, 수업열심도
전과목 추준석, 이영수(2003) ○ (+) 강의계획서 사전 읽음, 결석횟수, 노력, 예상학점
대상(5편)
사전 읽음, 과제 및 예습복습 성실성,
이호배(2005)
○ (+) 강의계획서 출석
성실성, 수강 필요성
장은정, 류완영(2005) ○ (+)
학습충실도
강의참여도
교양과목 백순근, 신효정(2008) ○ (+)
대상(2편) 최보금, 김재웅(2013) ○ (+)
평균 공부시간

학과(전공)
학생 특성 변인으로서 학생의 소속 ‘학과’(전공)를 다룬 연구는 6편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한 4편의 논문에서 소속 학과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술통계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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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여준 2편의 논문에서도 학생의 소속 학과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학생의 학과(전공) 변인 적용 연구와 그 주요 결과
주요 결과
연구
통계적 유의성
내용
이동명(1999)
○
학과 간 차이 있음
임형, 노은하(2001)
신학과, 사회복지학과>…>중어중국학과
전과목
추준석, 이영수(2003)
○
법률행정학부>정보경영>멀티미디어
대상(4편)
아동학과>신학과>…>영어교육과
조인진(2005)
아동학과>신학과>…>사회복지학과
백순근, 신효정(2008)
○
예체능>인문계열>사회계열/이공계열
교양과목
대상(2편)
최보금, 김재웅(2013)
○
인문과학>공학
- 추리통계 검증이 아닌 기술통계를 통한 비교와 해당 연구자의 전문적 해석을 뜻함.

기타
이상의 변인들 이외에 강의평가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으로 투입된 학생 특성 변인
들로는 군필 여부, 학생이 체감하는 강의난이도, 강의부담, 강의평가 관심도, 수강동기, 무성의응
답 등이 있었다. 군필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강의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류춘호, 이정호, 2002; 2003), 학생 체감 강의난이도와 관련해서는 강의평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한신일, 2001)와 어렵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강의평가 결과가 높은 경
향을 보인다는 연구(최보금, 김재웅, 2013)가 상반되고 있다. 또한 학생 부담은 강의평가 결과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염시창, 2008), 강의평가 관심도는 강의평가 결과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
으며(이호배, 2005), 수강 동기는 동기 유형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백순근, 신
효정, 200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무성의 응답이 강의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최보금, 김재웅(2013)의 연구는 해당과목 무성의응답이 높을수록 강의평가 결과가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으나, 전과목 무성의 응답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인들을 다룬 논문의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를 꾀하기는 어렵다.
6)

2. 강의평가 영향 요인들의 통제 적절성 평가
앞 절에서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강좌 특성, 교수 특성, 학생 특성으로 대
별하여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하면 <표 16>과 같이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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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강좌/교수/학생 특성 영역별 영향 요인의 종합
구분
유의한 변인
유의하지 않은 변인
강좌 통합 결과 이수구분, 강의규모, 개설학과, 강의방식
특성 2편 이하 결과
개설학년, 개설시간(주/야),
(8개)
정규반/별도반, 수강환경
교수직위, 교수연령,
교수 통합 결과
교수성별
강의 구성 및 활동(대부분)
특성
(9개)
2편 이하 결과
소속계열, 강의시수, 강의경력(비전임) 연구업적, 봉사실적, 강의경력(전임)
학생 통합 결과 학년, 성적, 성별, 수업참여도, 학과(전공)
특성 2편 이하 결과 군필여부, 강의평가관심도, 수강동기, 학생부담, 전과목 무성의응답,
(11개)
과목 무성의응답, 강의체감난이도*
강의체감난이도*
* 2편의 논문 결과가 상이함.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였을 때 유의한 변인으로 선정된 변인 12개(강좌 특성
4개, 교수 특성 3개, 학생 특성 5개)를 중심으로 통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방법에서 밝
혔듯이, 통제의 적절성 평가는 학교 차원에서 행․재정적으로 해당 요인의 영향력 제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가의 정도와 그것이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교육적․윤
리적으로 정당한가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먼저 강좌 특성의 변인으로 교과목 이수구분, 강의규모, 개설학과, 강의방식을 살펴보면, 교과
목 이수구분과 강의규모는 학교의 정책적 결정과 지원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제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수구분의 경우 전공/교양, 필수/선택의 과목 구분은 대
학교육의 이념과 시대․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비중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강의평가 결과도
서로 이수구분에 따라 분리하여 비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는 차원에서 선택의 비중을 늘리는 통제 조치는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정당하다. 선
택의 비중을 늘리고자 할 때 교육과정 운영 상 과목 수가 늘고 그에 따른 시설 및 예산의 증액
도 요구된다. 하지만, 이는 정부 및 대학 당국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만 기
울인다면 통제의 실행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강의규모의 경우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강의가 효
과적이라 볼 때, 강의인원을 줄이는 대신 강좌 수를 늘리는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그 실행 가능
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이냐에 따라 실행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일 때 교육적 효과가 높으며, 상호 소통의 가능성도
높아지며, 교수의 수업 관리도 용이해지기에 학생과 교수의 권익에 득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
기에 강의규모의 통제는 정당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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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방식의 경우에도 해당 교과목의 특성에 맞추어 최적의 강의방식 혹은 다양한 강의방식
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면 된다(강의식이나 실습식 등의 어떤 특정한 강의방식을 지
정하여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학교 차원에서 강의방식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을
잘 구비시키고 다양한 강의방식에 대한 교수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그 다음은 교
수 개인의 결정과 실행의 문제로 넘어가며, 교수의 개별적 노력이 진행되면 된다. 이에 통제
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며, 그에 따른 교수-학습의 효과성도 제고함과 동시에 교과 특성에 부
합하는 교육방식의 적용이라는 일반적 교육원리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통제정당성도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개설학과 변인의 경우에는 학교 당국과 전공의 협의 하에 학과별 개설과목의 일부
조정을 실시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학과 구조조정과 연계되는 문제로서 상당 폭의 조정이 이
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통제가능성의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개설과목의
축소, 확대 여부에 따라 교수의 권익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설학과의 조정을
실시할만한 합리적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여 정당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
였다.
<표 17> 주요 영향 요인의 통제적절성 평가 결과
평가 결과
구분
통제가능성
통제정당성 종합판정(통제적절성)
이수구분
○
○
○
강의규모
○
○
○
강좌 특성
(4개)
개설학과
△
×
×
강의방식
○
○
○
교수직위(전임-비전임)
△
○
○
교수 특성
교수연령
×
×
×
(3개)
강의 구성 및 활동
○
○
○
학년
×
×
×
성적
△
×
×
학생 특성
성별
×
×
×
(5개)
수업참여도
△
○
○
학과(전공)
×
×
×
○ : 양호, △ : 보통, ×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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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수 특성 변인, 즉 교수직위, 교수연령, 강의 구성 및 활동을 살펴보면, 교수의 개
인 배경 특성인 교수연령은 성격 상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없으며, 어떤
특정 방향으로의 가치 지향(예컨대 연령이 낮거나 중간 수준을 선호하여 교수 채용의 지향점을
갖는 경우 등)은 인권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통제의 가능성과 정당성 모
두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교수직위(전임 여부)와 강의 구성 및 활동 변인은 학교의 지원과
교수의 자체 노력에 의하여 변화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통합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강의평가 결과가 높게 산출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결과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간에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직위에 따른 교육 책무성의 강도나 해당 과목들의 이수구분 양식, 학생들의 직위에 따른 반응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 교육의 책
무성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의 확보율이나 전임교원의 학부교육 담당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
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자의 안정적인 신분 보장과 그에 따른 교육력 제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 여건 상 전임교원 100% 확보를 통한 교수직위 영향력 제거 방안은 그 실행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현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기에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하였다. 강의 구성 및 활동 변
인은 좋은 수업의 특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통제는 ‘교육’이라는 교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제의 가능성과 정당성 모두 높게 평가하였다.
끝으로 학생 특성 변인으로 학년, 성적, 성별, 수업참여도, 학과(전공)를 살펴보면, 개인 배경
특성인 학년, 성별, 학과는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 또한 이 변인들을 고려하여 수강 요건
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방향으
로의 가치 지향을 할 경우(예컨대 남학생의 평가 결과가 여학생보다 높기에 수강 비율을 유사하
게 유지하거나 사후 조치로 남학생의 결과를 낮추어 비교하는 경우 등) 성차별 등의 문제를 야
기할 수도 있다. 이에 이 변인들은 통제의 가능성과 정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성적(학점)의 경
우에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 간 경쟁이 아닌 목표에 근거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강의평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학생들의 기대학점을 향상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성적 부풀리기와 그에 따른 교수 간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수월성 추구를 위한 경쟁 강화를 표방하는 상대평가 지지론자와의 합의점을 찾
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성적 변인의 통제가능성은 보통, 통제정당성은 미흡의 수준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수업참여도 변인은 학생 개인 차원의 변인이긴 하나 학교 및 교수의 노력이 전개된
다면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본다. 그리고 수업참여도 제고 조치
는 학생들의 본연의 기능인 학습의 기본 자세임과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교수의 교육 활동을 활
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도 높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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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국내 대학 강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연구된 것들이 무엇이며, 개별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어떤 일반화된 결과가 도출되는지, 그리고 개별 연구의 결과 통합으로 나
타난 주요 변인들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검색과
내용 리뷰를 통하여 24편의 관련 연구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에서 다루어진 강의평가 영향 요인은, 변인별 위계 수준이 다소 다
른 점은 있지만, 강좌 특성 8개, 교수 특성 9개, 학생 특성 11개, 총 28개로 나타났다. 강좌 특성
에서는 이수구분, 강의규모, 개설학과, 강의방식 등의 순으로, 교수 특성에서는 교수직위, 교수연
령, 교수성별, 강의 구성 및 활동 등의 순으로, 그리고 학생 특성에서는 학생 학년, 성별, 성적,
수업참여도, 학과 등의 순으로 변인 활용 빈도가 높았다. 둘째, 메타분석의 전통적 기법인 투표
계산법을 이용하여 개별 연구 결과의 통합을 실시한 결과, 이수구분, 강의규모, 개설학과, 강의
방식(이상 강좌 특성 변인), 교수직위(전임/비전임), 교수연령, 강의 구성 및 활동(이상 교수 특성
변인), 학년, 성, 성적, 수업참여도, 학과(전공) 등 총 12개 변인이 강의평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교수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별 연구
결과의 통합을 통해 강의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12개 변인에 대해 통제가능성과 통제정
당성 평정을 통하여 통제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이수구분, 강의규모, 강의방식, 교수직
위(전임/비전임), 강의 구성 및 활동, 학생의 수업참여도 등 6개 변인이 통제의 적절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다룬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정리
하고 주요 변인들에 대한 통합 결과를 산출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물론 메타분석이란 연구방
법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점, 즉 전통적인 투표계산법 적용에 따른 결과의 단순화, 연구의 방법
및 변인의 이질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 통합의 타당성 문제 등을 이 연구도 안고 있
다. 하지만, 국내 대학의 강의평가는 여러 가지 외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한 것처럼, 행정적 목적을 위해 강의평가 결과를 일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강의평가 영향 요인과 관련한 추후 연구 및 대학의 노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의 계량적 통합을 시도하는 메타분석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
른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 연구들은 동일한 변인 명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인의 조
작적 정의 및 척도 구성 방식, 연구 설계 및 검증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학별 학
생 구성과 강의평가 도구의 차별성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강
의평가 도구와 변인 활용을 통해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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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전국 표본이 아닐지라도, 유사 지역, 유사 규모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연구도 진행되었
으면 한다.
둘째, 강의평가 결과에 있어 강좌나 교수 특성 분산에 비해 학생 특성 분산이 매우 크다(백순
근, 신효정, 2008; 지은림, 1996; 최보금, 김재웅, 2013)는 점에서 현재까지 연구된 학생 변인들
이외에 다양한 변인들이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2편 이내에서 연구되었던 수강동기,
강의체감난이도, 학생부담, 무성의응답(일관적 응답) 등의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며, 가치관, 강의평가 인식, 진로계획, 자기학습준비도, 입학관련 정보, 사회경제
적 배경 등의 변인들도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볼만 하다.
셋째, 분석에 활용되는 강의평가 결과 자료의 다층 구조 속성을 고려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
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회귀분석, 상관분석, 차이검증 등을 통해 변인들의 영향력을
밝힌 것이 대부분으로, 위계를 가지고 있는 다층 구조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해 가설검증의 오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계선형모
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한 일부 연구(백순근, 신효정, 2008; 최보금, 김재웅, 2013)
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둘은 교양과목에 국한된 만큼,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한 위계
선형모형 활용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직접적인 교수 역량 이외에 강의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수업 개선이라
는 형성적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 활용은 강의평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의평가 결
과의 공개와 교수의 업적평가에의 반영 비중 확대 등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평가의 민감성 정
도가 높아진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사전 통제가 불가할 경우, 강좌 특성별 구분에 따
른 점수 비교, 사후적인 점수 조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들의 합의와 이해는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다섯째, 통제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 것에 집중하여 질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적정 강의규모의 유지, 선택과목의 확대, 전임교원 확보
율의 제고 등의 개선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수업 주체인 교수와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역량 향
상 지원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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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research on the influence of course, instructor, and student
characteristics in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at universities

Kilseok Y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individual research findings of characteristics influencing on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at universities, to explain variation of individual research findings, and review
the relevance of controling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24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major academic journal were analyzed in the stud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28 variables(8 class-, 9 professor-, 11 student-related factors) were explored in the previous articles and
the 12 variabl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integrate the results of each research by
vote-counting method. Second, the 6 variables were evaluated as good in the view of the appropriateness
standard.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Meta-research, Vote-counting Method, Appropriatenes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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