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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학교평가 체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
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목적 면에서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
다. 둘째, 평가의 주체 면에서 중앙 정부 중심의 평가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셋째, 평가
내용면에서 객관적인 교육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평가 방법 면에서 지표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다섯째, 평가 결과
활용 면에서 책무성 제고라는 목적에 부응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학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
축되어야 된다는 점, 학교 평가를 주관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 수평적인 관
계에서 전문적 자문과 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어]：학교평가 체제, 학교책무성,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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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가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5․31 교육개혁 이후이다. 1995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
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평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학교운영의 과정과 결과를 평
가함으로써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육수요자가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 제안 이후,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적․행정적 조치가 단행되었고, 1997년부터 공식적인 학교평가가 시작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학교평가는 비록 시행 기간
이 짧았으나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교육청 평가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주관한 학교평가,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종합평가, 충남교육청의 맞춤
형 학교평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자체 평가모형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평가가 개발
되고 시행되었다(임연기, 2005). 이 가운데 어떤 평가는 한시적으로 실시되다가 사라진
반면, 어떤 평가는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평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역시 초기의 정성평가 형태에서 정량평가 위
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학교평가 체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170년의 학교평가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에서도 학교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화 체제에서 OFSTED의
단일체제로 전환되었다. 1992년부터 시작된 OFSTED의 학교평가 체제도 2009년을 기점
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학교평가 체제로 유명한 미국의 경우에도
학교평가의 흐름은 단위학교 개선노력 지원에서 학교 책무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그
초점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학교평가 체제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 변화의 흐
름은 국가에 따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러한 변화 흐름
이 우리나라의 학교평가 제도의 개선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교평가 관련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 평가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수
행되었다. 선진외국의 학교평가 체제를 소개하거나 비교분석한 연구들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학교평가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들도 다수 발견
된다. 본 연구는 국가별로 학교평가 체제를 비교 분석한 연구 흐름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대부분의 비교 연구들이 특정
시점에서 각국의 평가 체제를 횡단적으로 비교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각국의 평가체
제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하여 그 흐름을 추적하고 그 양상을 비교했다는 점이다. 이러
한 공시적 접근은 학교평가 체제의 미래를 구상하고 그 방향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지
식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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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분석
학교평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 시
기 정부는 이른바 5⋅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학교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들과 함께 학문적⋅실제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선행연구
는 크게 학교평가 체제개발 연구, 국제비교 연구, 실태파악 연구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교평가 체제개발 연구는 학교평가를 처음 도입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에 적합한 학교평가 체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초기에 수행된 대표적
연구는 유현숙 외(1996)의 「초⋅중등학교 기관평가에 관한 연구」, 김홍원, 김양분
(1998)의 「단위 학교평가 기준 및 절차 개발 연구」, 서정화(1998)의 「학교평가의 철학
과 시행 체제」, 이인효 외(1999)의 「초⋅중등학교 평가 체제 개발 연구」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바람직한 학교평가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평가 영역 및 기준은 어떠해
야 하는지, 평가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평가 국제비교 연구는 주요국의 학교평가 체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
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순근(1997)과 임연기, 신상명(1998)
의 연구와 같이 해외사례 조사만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앞서 제시한 학교평가 체제연구의 일환으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
는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핀란드 등 해외 주요국이 학교평가를 도입하게 된
배경, 학교평가의 주체, 평가 모형 및 준거, 평가 방법, 결과 활용 등을 살펴보고 각국의
학교평가 체제가 가진 특징과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개관 및 배경
에서 각국의 학교평가 체제의 변화 동향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연구의 초점은
현재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평가 체제를 분석하는 데 두고 있다.
끝으로 실태 파악 연구는 학교평가가 시행되고 그 틀을 갖추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개발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를 실시한 2005년 이전의 연구결과들은 학교평가 체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김주후 외, 2004; 박종렬, 김순남, 2002; 정택희, 2004). 평가의 목적 면에서는
여러 개의 목적을 나열하고 있어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 평가 영역과 내용이 지나
치게 많고 초점이 없다는 점, 평가자의 전문성이 부재하다는 점, 평가 예산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점, 평가결과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후 2005년 학교평가 공통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체제를 개편한 이후에 실시
된 학교평가 실태 연구들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문제점 중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확
인하고 있다(김성식 외, 2008; 김정민 외, 2009). 그러나 학교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질적 자료 위주의 평가 방식과 평가자의 전문성 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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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낮으며, 평가 결과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학교에 주는 피드백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개선과 책무성 기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학교평가에 대한 논의들은 비교적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해외 동향과 한국 학교평가
체제를 다루고 있기에 평가 체제의 변화 양상과 그 특징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를 지닌
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평가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학교평가 체제
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주요국의 변화 양상과 비교했을 때 그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고
자 한다. 변화의 양상 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임연기(2005)의 연구에서 학교평가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분석틀을 참고로 평가 목적, 평가 주체, 평가 내용,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 활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공
통적으로 활용한 분석 준거이기도 하다.

Ⅲ. 주요국의 학교평가 체제 변화
1. 한 국
가. 개관
학교평가의 의미를 ‘개별학교를 단위로 하는 교육의 질 관리 기제’로 이해한다면, 우
리나라의 학교평가는 광복 이후 학교교육사에서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적 관행이다
(강태중, 2000: 임연기, 2005에서 재인용). 그러나 학교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 학교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
안이 나온 직후,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였고, 학교평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7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부장관의 학교평가권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조치로 1998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은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학교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을
주관기관으로 정하여 1998년부터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 체제를 개발하게 하고 시범운영
을 거쳐 2003년까지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모든 학교를 평가한다는 것
은 인력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도교
육청 차원의 학교평가와 중복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4년부터는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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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직접적인 학교평가를 중지하고 그 대신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전문성을 높
이기 위한 연구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역할이 조정하였다(정택희 외, 2004).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2005년에 걸쳐 국가수준의 학교평가 공통지표를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제공하였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국가수준의 공통지표와
시도수준의 자체지표를 활용하여 학교평가를 시행하였다(김정민 외, 2009). 2010년까지
적용된 공통지표 중심의 학교평가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성지표 중심의 평가이어
서 그것을 준비하는 학교의 업무가 과중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구자억 외, 2011).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2011년 학교평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나 학교정보공시시스템 등 이미 구축된 정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학교교육의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학교평가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학교평가의 역사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
으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세 가지 학교평가 유형을 그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겠다.
나.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종합평가
학교종합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국가수준의 학교평가 사업이다. 한국
교육개발원은 1998년과 1999년 2년에 걸쳐 국가수준의 학교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한 네 개의 학교평가 모형2) 가운데 ‘정보제공 모
형’을 수정․보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적용하였다3).
학교종합평가 사업의 최종년도 보고서(유균상 외, 2003)에 의하면, 학교종합평가는 교
육의 자치화․자율화에 따른 국가수준의 학교교육 질 관리 및 확보, 교육정책 효과 점
검 및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관심 제고 등 세 가지 목적
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물론 연간 평가대상 학교가 100개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점검하는 기제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학교
서열을 중시하는 상대평가나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따지는 총괄평가 대신에 학교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중심의 학교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개선 노
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동기유발의 기능을 발휘하였다(정택희, 2004). 또한 학교종합평가
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 학생들의 의미있는 학습을 중심으로 한 평가라는
점에서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한국교육개발원 미간행 자료,
2) 자세한 내용은 이인효 외(1999) 참고.
3) 평가대상 학교수는 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유균상 외, 2003: 2000년-설문조사 108개교, 방문평가 16개
교; 2001년-설문조사 200개교, 방문평가 32개교, 사후평가 16개교; 2002년-방문평가 84개교,
사후평가 16개교; 2003년-설문평가 756개교, 방문평가 10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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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김주후 외, 2004에서 재인용).
학교종합평가의 평가영역은 학교개요를 포함하여 교육활동, 교육지원활동, 교육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활동에는 교과 교육활동과 교과외 교육활동이 포함되며, 교육
지원활동에는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물적․인적 자원의 조직․활용 등, 교육활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교육정책 영역에서는 수행평가, ICT
활용 수업, 학교운영위원회 등 핵심 교육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학교종합평가에서는 학교교육 실태조사와 학교현장 방문평가가 주요 평가방법으로 활
용된다. 학교교육 실태조사는 학교가 처한 내⋅외적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
문지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영역은 교과 교육활동, 교과외 교육활동, 교육지원활
동, 교육성취, 만족도, 교육정책 등이며, 조사대상은 교사, 교장․교감, 학생, 학부모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학교현장 방문평가를 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을 띤다.
현장방문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는 평가이다. 2001
년을 예로 들면, 32개 신규평가대상학교의 평가를 위해 16개의 평가단이 구성되어 1개
평가단이 2개교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1개 평가단의 규모는 6~11명이며, 여기에는 학
교경영전문가, 교사, 교수, 장학사, 교육학 연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방문 기간은 5~6일 정도이며, 이 기간에 교수학습 과정의 관찰, 학교구성원과의 면
담, 협의회,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 평가활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평가를 마친 후, 평가단은 평가대상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대상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4)
학교종합평가의 평가결과는 그에 따른 보상이나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되어 있지 않
으며, 학교에 통보되어 자체 점검 및 반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같이 학교종합평가
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데 일차
적인 목적을 두었지만,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평
가와 중복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04년부터 중지되었다(정택희, 2004).
다. 공통지표 중심 학교평가(2006-2010)
1996년 이래 우리나라의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평가와 한국교육개발원
이 위탁받아 수행한 국가수준의 학교평가로 이원화되어 실시되어 왔으나, 이원화된 평
가체제에 대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6년부터 시행된 학교평가에서는 국가 차원
과 시도 차원의 역할과 기능 조정이 이루어졌다. 국가 수준에서는 공통지표의 개발, 학
교평가의 방향과 기준 설정, 공통지표에 대한 평가위원 연수, 학교평가 DB 구축 및 운
4) 2003년의 경우에는 26개의 평가단이 구성되어 1개 평가단이 4개교씩 평가함. 1개 평가단의
구성인원은 3명으로, 학교방문 기간은 2일로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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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지원 및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발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평가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평가위원 연수, 공통
지표 평가결과 보고, 평가 결과 활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김정민 외, 2009). 2006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학교평가에서 평가의 법적 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다. 각 시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평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학교평가의 대상은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
교이며, 평가 주기는 3년이다(구자억 외, 2011).
학교평가의 목적은 이를 주관하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단
위학교의 교육적 책무성과 전문성’,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단위학교 교육활동 점검과
개선 지원’ 등은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학교평가의 목적이
다(김정민 외, 2009). 문제는 현행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평가가 자생적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부과된 정책이다 보니, 학교평가의
목적이 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 학교평가의 실제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평가목적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조석희 외, 2006).
평가 영역은 국가수준의 공통지표와 시⋅도수준의 자체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지
표는 전국 공통의 평가지표이므로 모든 교육청에서 수정 없이 활용한다. 각 시⋅도교육
청은 해마다 발간되는 공통지표 매뉴얼에 따라 0~4등급으로 평가하여 지표별 등급과 근
거, 영역별 우수사항, 문제점, 제언을 학교평가 DB에 입력한다. 2010년 현재 공통지표는
학교교육목표(2개 지표), 교육과정 및 방법(4개 지표), 교육성과 관리(4개 지표), 교육경
영(4개 지표)이라는 4개 영역에 걸쳐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방법은 자체평가와 방문평가로 구분된다.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계획
에 따라 학교구성원들의 집단토의를 거쳐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다. 이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청에 의해 선정된 평가위원들은 서면평가와 방문
평가를 실시한다. 통상 평가단은 3~6명으로 구성되며 교사, 교장, 교감, 장학사(관), 교
수, 행정직,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방문평가는 학교당 1일 정도 이루어진다.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행․재정상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
수학교로 평가된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로 홍보를
강화하며,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와 후속조치를 취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안은 자구노력비 지원, 포상 및 표
창 자료, 결과보고서 발간, 우수사례집 발간 등이다(김정민 외, 2009).
라. 정량지표 중심 학교평가(2011년~)
2010년도까지 적용된 공통지표 중심의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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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자신의 교육활동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김광호
외, 2010). 그러나 학교평가 취지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서류 평가 의존도가 높으며,
질적 평가지표 중심이어서 평가의 객관성이 낮고,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우며, 평가 결과의 환류가 충분치 않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
(김광호 외, 201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평가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
에 평가로 인한 학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현안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1년 3월, 학교평가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
었다. 법령 개정은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평가 기준에
서는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②항). 평
가 방법에서는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의 방법을 활용하되, 정량평가만으로 정
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③항).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2011년에 적용할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구자억 외, 2011)을 개발․제작하여 시⋅
도교육청에 보급하였다. 시⋅도교육청은 이 가이드북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2011년 학교평가에 적용하게 된다. 2011년 학교평가는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현시점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배포한 「2011년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평가 지표에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평가의 중심 축이 학교
의 개선노력 지원에서 학교의 책무성 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이드북
에도 ‘학교교육의 최소한의 질 보장과 교육수요자에 대한 책무성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과 교육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가 내용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6개 지표), 교육경영(5개 지표), 교육성과(6개 지
표), 만족도(1개 지표)의 네 영역에서 총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과교
육과정 재구성의 적절성, 창의적 체험활동의 충실도, 학교 자체평가 활용도라는 3개 지
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표가 모두 정량지표이다(<표 1> 참고).
<표 1> 2011년 학교평가지표
영역
(비중)

적용학교급
지표내용

Ⅰ.
1.1 수준별 수업 실시율
교육과정 1.1.1 수준별 수업 실시율
및
1.1.2 개별화교육 실시
교수학습
1.2 학생 1인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20점)

유형

정량

일
고

특
고

⃝ ⃝

⃝

초 중

정성
정량

특
수

교육청 정책자료
⃝

⃝ ⃝

⃝

자료출처

별도 자료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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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학교급

영역
(비중)
Ⅰ.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20점)

Ⅱ.
교육경영
(30점)

지표내용

유형

일
고

특
고

특
수

자료출처

초

중

정량

⃝

⃝

1.4 방과후 학교참여율 및 프로그램 개
정성
설률

⃝

⃝

⃝

⃝

⃝ 교육청 정책자료

1.5 교과교육과정 재구성의 적절성

⃝

⃝

⃝

⃝

⃝

별도 자료

1.3 예체능 교과 수업시수 비율

정성

NEIS

1.6 창의적 체험활동의 충실도

정성

⃝

⃝

⃝

⃝

⃝

별도 자료

2.1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정량

⃝

⃝

⃝

⃝

⃝

NEIS

2.2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량

⃝

⃝

⃝

⃝

⃝

정보공시

2.3 학교급식운영평가결과 및 급식
사고발생 비율

정량

⃝

⃝

⃝

⃝

⃝

교육청 정책자료
/ 정보공시

2.4 외부재원 유치금액 비율 및 증감률

정량

⃝

⃝

⃝

⃝

⃝

교육청
정책자료,
edufine

⃝

별도 자료

2.5 학교 자체평가 활용도

정성

⃝

⃝

⃝

⃝

3.1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

정량

⃝

⃝

⃝

⃝

정보공시

3.2 진학률 및 취업률
3.2.1 진학률

정량

⃝

3.2.2 취업률 및 학생1인당 국가(공인)
정량
자격증 수

정보공시
⃝

정보공시/NEIS

⃝

정보공시

3.3 무단결석률 및 학업중단률
Ⅲ.
교육성과
(40점)

3.3.1 무단결석률

정량

3.3.2 학업중단률

정량

⃝

⃝

NEIS
⃝

3.4 학생건강체력 4-5등급비율 및 증감률
3.4.1 학생건강체력 4-5등급 비율 및 증
정량
감률
3.4.2 학생건강체력 4-5등급 비율

⃝

정량

정보공시
⃝

정보공시

3.5 안전사고 발생 비율

정량

⃝

⃝

⃝

⃝

⃝

별도 자료

3.6 학교폭력 발생 비율

정량

⃝

⃝

⃝

⃝

⃝

정보공시

정량

⃝

⃝

⃝

⃝

⃝

별도 자료

Ⅳ. 만족도
4.1 만족도
(10점)

출처: 구자억 외(2011). 2011년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 한국교육개발원.

정량지표 중심의 학교평가 체제 도입에 따라 무엇보다도 평가방법이 대폭 변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평가지표들이 공시정보를 가공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평가 준비에 들어가는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학교평가의 주관기관도 2010
년 교육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되었다. 이
는 정량지표 중심의 학교평가 체제에서는 학교 정보 공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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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에서 학교평가를 주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평가결과
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시⋅도교육청의 소관사항이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마. 우리나라 학교평가체제 변화 요약
우리나라 학교평가 체제의 변화를 큰 흐름 속에서 정리하자면, 학교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질적 평가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확인하는 양적 평가로 그 초점이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내용에 있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종합평가와 공
통지표 중심의 학교평가는 용어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으나, 정량지표 중심
의 학교평가에서는 대폭 변화되었다. 평가의 방법과 절차, 평가 결과 활용 방식 역시 상
당한 변화가 있었다(<표 2> 참고).
<표 2> 한국의 학교평가 체제 변화
구분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종합평가

공통지표 중심
학교평가

정량지표 중심
학교평가

목적

학교 개선 및 정보제공

책무성 제고 , 우수사례
발굴, 학교 개선 지원 등

책무성 제고
(교육성과 중심)

주체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각 시도 연구정보원

공동지표 14개
교육활동(교과, 교과 외) (학교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지원활동
방법, 교육성과 관리,
교육정책
교육경영 등) + 자체지표
(시도별 역점 사업)

내용

정량지표 15개 + 정성지표
3개
교육성과 지표
포함(학업성취도, 진학률,
학교폭력 발생비율 등)

방법 및 절차

비교적 장기간의
학교방문, 질적 평가
중심

자체평가→서면평가→
방문평가, 전문가 리뷰 모형

정량지표 : 학교정보
공시자료 활용, 별도 조사
정성지표 : 별도 자료 확보

결과활용

학교 자체 점검 및
반성의 자료, 학교의
자발적 노력 유도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보급

시⋅도교육청의 추후 결정

2. 미 국
가. 개관
미국은 다양한 학교평가 체제가 공존하고 있으며, 평가의 방식과 내용 또한 주마다
상이하다.

이들

평가

방식을

성격별로

나누어보면,

인정(Accreditation),

인증

(Recognition), 개선(Improvement) 및 차터스쿨 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가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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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보면, 연방정부, 주교육부, 지역 협의체 등으로 구분된다. 이밖에도 푸른리본학교
프로그램(Blue Ribbon School Program)과 같은 우수학교 인증제 역시 일종의 학교평가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신상명, 2001). 전통적으로 미국은 19세기부터 시작된 민간주도의
인정 방식을 통한 학교평가 체제를 구축해왔다(김경성, 김주후, 2001).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그 무게 중심이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평가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학교평가 체제 변화의 양상을 전통적인 학교평가 체제인 학교인정
체제, 1980년대에서 2002년까지 주정부 주도로 실시되었던 학교책무성 평가, 그리고
2002년 이후 국가주도로 실시되고 있는 NCLB(No Child Left Behind) 교육책무성평가
등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나. 학교 인정 체제(School Accreditation System)
미국은 19세기말부터 설립된 자발적인 민간 협의체 중심의 인정 방식을 통해 학교평
가가 발달해왔다. 인정 방식은 학교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체제로써,

인정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협의체가 설정한 학교 평가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평
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를 인정해 준다(김경성, 김주후, 2004). 인정 방식의 장점
은 평가를 받는 학교가 인정 기준을 이해하고 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 나가는 과
정을 통해 학교 변화에 필요한 지원과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의 인정 기
준들은 학교가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학교인정체제 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AdvancED이다. AdvancED는 학교 인
정과 학교 개선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2010년 현재 미국내 27,000개의 공
립 및 사립학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 인정 기관이
다.5) AdvancED의 학교 인정 기준은 비전과 목표, 거버넌스와 리더십, 교수-학습, 기록관
리와 결과활용, 자원과 지원 체제, 이해관계자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 지속적 개선 노력
등 7개의 영역과 56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AdvancED, 2011).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학생의 학업성취, 졸업률, 출석률 등 학교 교육의 산출 지표보다 투입과 과정 요인
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최종적인 결과보다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체제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AdvancED의 학교 인정
과정은 총 7단계로 구성되며, 질적 자료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그림 1] 참고).
5) AdvancED는 1895년 설립된 NCA CASI(North Central Associ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and School Improvement), SACS CASI(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council on Accreditation and School Improvement), 그리고 1933년에 설립된
NSSE(National Study of School Evaluation)를 통합한 기관임. AdvancED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함. http://www.advanc-e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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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dvancED 학교 인정 절차

인정의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AdvancED로부터 지
원 확인을 통보받는 과정이다. 이후 자체평가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인정과정이 시작
되는데, 학교가 자체평가를 준비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
된다. 자체평가가 끝나면, 외부 전문가에 의한 방문평가가 실시된다. 방문평가는 보통
이틀에 걸쳐 실시되며, 현직교장 및 관련분야 전문가 3인이 한 팀을 이룬다. 방문평가
시 관계자 면담, 관찰, 각종 문서 및 통계자료 검토 등의 활동을 벌인다. 이후 평가팀은
학교 현황, 강점, 학교 개선을 위한 권고, 영역별 평가 등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방
문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피드백을 준다. 평가는 7개의 영역별로 이루어지는데,
등급은 우수(highly functional), 보통(operational), 미흡(emerging), 관련증거 없음(not
evident)등 네 등급으로 부여된다. 학교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총 네 개의 등급 중 모
든 평가영역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는 평가팀의 개선권고 내용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보고해야 하며, 주와 중앙의
인정위원회는 학교개선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 인정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인정을 받은 학교라 할지라도 인정을 획득한 후
2년 이내에 학교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보고해야 한다. 요컨대, 민간 협의체에 의한
학교평가는 인정을 주기적으로 받게 하거나, 인정 과정에서 학교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지원, 그리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다. 학교책무성 평가 체제(School Accountability Evaluation)
민간 협의체 중심의 학교 인정 체제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83년 레이건 정부 시절에 교육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한 ‘위기의 국가(A Nation
at Risk)'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정책 입안자 사이에 팽배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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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책임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1991년 부시 행정부가 발
표한 ’미국의 2000년: 교육전략(America 2000: An Education Strategy)‘을 통해서이다.
그 요지는 학교의 성과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에 책임
을 묻는 방식의 평가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신상명, 1998).
새로운 평가 체제 구축은 주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캘리포니아 주를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94년 미 의회에서 ‘미국 학교개선에 대
한 법안(Improving America's School Act)'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주 차원의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성취기준 및 평가방식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사실,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
준은 이미 학교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평가 도
구들은 개별 학교의 상대적 위치와 학생들의 성취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
기 때문에 학교의 책임을 묻는 기제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997년 캘
리포니아 주정부는 객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시스템인 STAR 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1999년 ’공립학교 책무성 법안(Public School Accountability Act: 이하 PSAA)'을 제정하
여 교육의 성과를 학생의 학업성취를 기준으로 평가한 뒤 보상 혹은 제재를 가하는 방
식의 학교 평가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Guth et al., 1999).
PSAA 체제는 학업능력지수(API), 즉각적인 조치/미달성 학교 프로그램(II/USP), 학교
성과에 대한 주지사상(GPA) 등 3개의 요소로 구성된다(AIR, 2003). API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학교의 성장에 관한 지표를 조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단위학교의 표준화 검사(영
어⋅수학⋅과학⋅역사⋅사회과학)의 성적, 출석률, 중⋅고등학교 졸업률 등 학생들의 발
달상황 및 학교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된다(김경성, 김주후, 2004). 지수에서 학생의 표
준화검사 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의 학업성취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전년도에 비하여 적어도 5% 정도 향상해야 한다는 목표 성장
치를 설정하고 있다. II/USP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이 개선
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6) II/USP 프
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은 학교는 1년 이내에 학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2년 이내
에 이를 달성해야 한다. 주요 평가 영역은 학교의 정책, 교육과정 운영, 예산운영, 학부
모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인사관리, 시설관리 등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안들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외부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학교장이나 교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학교 구조조정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AIR, 2003). 마지막으로 GPA는 높은 성취를 보였거나 개선을 이룬 학교에 주지
사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포상이다. 주요 포상 내용은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을
한 학교의 교장 및 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 학생 1인당 150달러씩 계산하여 증액된 예

6) 개선 계획 개발에 5만달러의 지원을 받으며, 주정부에서 인가한 외부 전문가가 계획 수립을
돕는다. 또한 학생 1인당 200달러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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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제공 등의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학교운영 재량권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김경성, 김주후, 2004). 요컨대, 캘리포니아주의 PSAA 평가체제
는 표준화검사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성과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성취기
준을 달성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II/USP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개선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성과 중심의 평가체제가 주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
라. NCLB 교육책무성 평가 체제
미국의 NCLB 교육개혁안은 2001년 국회를 통과하고, 2002년 1월 8일 조지 부시 대통
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공식적인 교육개혁안으로 채택되었다. 이 법안이 미국
학교평가 체제 변화에 주는 의미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한 책무성 평가가 강
화되었다는 점과 평가의 주체가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이
다. 한 예로 NCLB 개혁안에서는 초⋅중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 및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에만 연간 약 2억 달러의 재정을 주정부에 지원하는 대신 주 정부는 연방정부
가 제시하는 평가기준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개혁안이 통과된 초기에는 주
정부, 지역교육청, 학생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연방 정부 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가난한 주부터 점차 개혁을 수용하기 시작하여 2007년 현재 50개의 모든 주에서 이 법
안이 시행되고 있다(송경오, 2007).
이 법안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교책무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CLB 법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의 성취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정부
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학업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학교는 추가적인 지원 혹은 제재의 대상이 된다. 둘째, 주정부와 학교구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의 50%까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상
황에 맞게 재정을 배분할 수 있다. 셋째,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법이 학생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밝히고 이를 지원한다. 넷째, 학
부모에게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년 연속 연간 적정 진보 수준(Annual Yearly
Progress : AYP)을 성취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지역 교육청에 요구하여 자녀
를 전학시킬 수 있으며 이때 지역 교육청은 학생의 통학, 튜터링 서비스 등 다양한 교
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Owens & Sunderman, 2006). NCLB 법안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킨 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해
서는 강력한 제재가 주어진다. 최종적인 학교평가 결과는 간단하게 합격/불합격
(Pass/Fail)으로 판정된다(김주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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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LB 개혁안이 이전의 학교 인정 체제 및 주정부의 학교책무성 평가체제와 대비되
는 점은 학교의 최종 산출만 고려하여 학교의 교육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AYP는
읽기와 수학 2개 과목의 학업성취 결과와 고등학교의 졸업률, 그리고 초등학교 및 중학
교의 출석률을 고려하여 주정부에서 설정한 연간 적정 향상 수준으로 모든 학생은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년 연속 AYP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개선 필요’ 학교로 분류되
어 제재를 받게 되며, 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 2년 동안 AYP를 반드시 만
족해야 한다(Owens & Sunderman, 2006).
마. 미국의 학교평가 체제 변화 요약
다음의 <표 3>은 미국의 학교평가 체제의 변화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미국의 학교평가 체제 변화
구분

학교인정 체제

주정부 책무성평가 체제

연방정부 책무성평가 체제

목적

학교개선 및 정보제공

책무성 제고 및 학교
개선지원

책무성 제고

주체

민간 협의체

주정부

연방정부

내용

비전과 목표, 거버넌스와
리더십, 교수학습,
기록관리와 결과활용,
자원과 지원체제,
이해관계자 의사소통과
관계형성, 지속적
개선노력

API(학업능력지수)
II/USP(즉각적
조치/미달성 학교
프로그램)
GPA(학교성과에 대한
주지사 상)

AYP(Annual Yearly Progress)
- 학생의 평가결과
- 졸업률(고등학교)
- 출석률(초등⋅중학교)

방법 및 절차

자체평가 →방문평가→
학교인정 승인

학업성취 결과 보고
외부평가단의 방문평가

학업성취 결과 보고

결과활용

학교 개선
대외적 홍보 및 인식제고

금전적 보상 혹은 제재

제재

미국의 학교평가 체제는 민간 협의체 주도로 자율적으로 시작된 학교평가 체제가 주
정부 주도의 평가체제를 거쳐 연방정부 주도의 의무적인 평가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평가 내용면에서도 지원과 개선 중심의 활동에서 학업성취 수준과 같은 결과 중심
의 학교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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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국
가. 개관
영국의 학교평가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작은 약 170년 전인 1839년 ‘모
두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과학부에 의해 HMI(Her Majesty's Inspectorate: 왕실
장학청)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HMI의 주요 과업은 모든 학교의 질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며, 정부에 조언을 하고 정책개발을 돕는 데 있다
(신상명, 1998). 그러나 영국의 학교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HMI에 의한 학교평가와 LEA(Local Education Authorities)주도의 학교평가가 공
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88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학교평가 체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교육개혁의 추진상황 및 국가
교육과정이 교육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
을 인식하였고(신상명, 1998), 이에 1992년 OFSTED를 설립하여 국가주도의 통일된 학교
평가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 17년간 지속된 OFSTED의 평가체제는, 2009년 9월부터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국가주도의 평가방식을 강화하면서 단위학교의 자체적인 역량 향상
및 개선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OFSTED, 2009c). 다음 절에서는 영국의 학
교평가 체제가 변해온 과정을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실시된 HMI와 LEA 주도의
학교평가, 1992년 설치된 OFSTED에 의한 학교평가, 그리고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정된 OFSTED 학교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나. HMI와 지방교육청(LEA) 주도의 학교평가
1992년 OFSTED가 설치되기 이전의 영국의 학교평가는 국가수준의 학교평가와 지방
차원의 학교평가가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역할과 성격은 상이하다. 먼저
HMI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주도 학교평가는 책무성 평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이라는 정책의 기조는 19세기부터 지속되었으며,

개별 학교의 시

험성적과 출석률 등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989년에 이르러서
HMI는 더욱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학교평가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제언, 정
책 형성 및 실행 과정에 관한 연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등 국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게 되었다(Lee, 1997).
HMI의 학교평가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평가팀이 학교를 방문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는 종합평가와 개별 장학사가 1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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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그것이다. 종합평가보다 부분평가가 좀 더 흔하게 이루어졌다. 1983년 이후부터
개별 학교의 평가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해서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
졌다(McLaughlin, 2001).
지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평가는 1870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위원회가, 그리고
1902년부터는 지방교육청(LEA)이 주체가 되어 실행되었다. 특히 1968년 의회위원회가
LEA가 학교평가의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권고하면서 LEA의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Great Britain Parliament House of Commons, 1999). 이에 LEA는 학교의 성과를 감독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하였고, 그 결과 1990년 초반에는 전
체 평가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마다 평가의 내용, 방법 및 절
차 등이 다양하여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평가 과정에 교
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에 대한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학교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 LEA의 학교평가는 6년에서 8년 주기로 이루어
졌으나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은 학교는 1987/88년의
경우 116개교(초등 58, 중등 88)로 전체 학교의 0.5% 수준에 불과하였다(신상명, 1998).
HMI의 학교평가와 LEA의 학교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국가수준의 학교평가와 지방수준의 학교평가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하였고, 그 결과 중앙정부가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
황은 1992년 정부가 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인 OFSTED가
설립하게 되면서 전환을 맞게 된다.
다. OFSTED의 학교평가
1990년대 초 영국은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
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감
독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OFSTED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등장하였으며,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학교평가, 평가결과 공개, 독립적인 조언 제공을
통한 학업성취 수준 제고, 교육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OFSTED의 학교평가는
이듬해인 1993년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부터는 초등
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OFSTED 홈페이지, http://www.ofsted.gov.uk).
OFSTED의 학교평가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인적 구성은 기존의 HMI 소속
장학사와 외부 평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HMI 소속 장학사는 학교평가 기획, 질 담
보를 위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외부 평가전문가는 실제 학교를 방문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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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실시하고 이를 OFSTED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OFSTED와 외부 전문가로 계약
을 맺기 위해서는 OFSTED가 제공하는 연수를 이수하고 관련 자격을 받아야만 한다. 둘
째, OFSTED는 학교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평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OFSTED는 세계에서 가장 용량이 큰
교육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 4,000개 이상의 학교로부터 수집되는 양적⋅질적
정보를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학교의 성과 및 평
가를 담은 보고서(PANDA report)를 작성하고, 이를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 및 일반인에
게도 공개하고 있다(Matthews & Sammons, 2004).
평가 영역은 학교가 성취한 교육의 수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포함한 리더십 및 경영의 질, 그리고 학생의 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
적 발달 등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평가 방식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학교방
문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를 근거로 각각의 영역을 평가한다.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평가 대상 학교는 평가 시작 6-10주전에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후 평가 2주전에 OFSTED 평가팀장이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평가
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한다. 이때 평가팀과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가 사전 면담시
간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팀은 학교가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 학교발전계획서, OFSTED가 제공한
PANDA 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실제 학교 방문평가를 실시하는데,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수업관찰 자료, 학생 및 교사와의 면담자료,
학생의 과제물 등을 확인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평가팀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방문
평가 기간은 1주일 정도이다.
방문 평가가 끝난 후 개별 평가자들은 평가 영역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이를 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자들에게 보고한다. 평가자의 판단은 7등급 판단척도를 따르는데, 탁
월(excellent),

매우

우수(very

good),

우수(good),

만족(Satisfactory),

불만족

(Unsatisfactory), 취약(Poor), 매우 취약(Very Poor)으로 나뉜다. 평가보고서 초안은 학교
로 전달되며, 학교는 1주일 안에 보고서를 검토하여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최종보고
서는 평가 종료 6주 후에 작성되며, 평가팀장은 지역교육청, OFSTED, 평가대상 학교장
에게 1부씩 보내야 한다. 평가보고서를 받은 학교는 10일 이내에 모든 학부모에게 요약
보고서를 1부 보내야 하며,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도 공개된다.
학교평가를 통해 심각한 약점이 발견되거나 성취기준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난
학교는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때 지역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개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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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만약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 학교를 폐교한다. OFSTED가 설립된 이래 총 1,288개 학교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
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중 1,098개 학교(85.3%)는 개선 목표를 달성하여 제재를 피해
갔지만 190개 학교(14.6%)는 폐교되었다(이종규, 2004).
라. 2009년 이후의 OFSTED 학교평가
OFSTED의 평가체제는 2009년 9월부터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평가체제 변화의 논리
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학교가 개선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1993년
OFSTED가 설립된 이래 2008년까지 지난 15년간 영국의 모든 학교는 적어도 세 번의
학교평가를 받았다. 학교는 세 번의 학교평가 경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학습하게 되었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는 효율성 추구이다. 2009년 이전의 학교평가는 평가단의 규모와 평가 기간 면에서 많
은 재원을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김정민 외, 2009).
200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OFSTED 평가체제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교평가는 학교의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평가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
과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반영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먼저 평가의 영역 및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생의 학업성
취 결과가 학교교육의 성과지표로 등장했다는 점이다(<표 4> 참고). 학습의 질을 결정하
는 근거 역시 최근 3년간의 학업성취도 결과와 학교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측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네
가지 평가지표를 명시하고 있는데, 학교의 개선노력, 학생의 학업성취, 공정성 실천 및
차별 금지 노력, 학생안전을 위한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부적절’하다고
평가받으면 학교의 전반적인 효과성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된다(OFSTED, 2009a).

7) 여기에서는 총 17가지 변화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함. 자세한 내용은 National
Union of Teachers(2009). Ofsted School Inspection Framework: NUT Briefing for
Divisions.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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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9년 이후 개정된 영국의 학교평가 영역 및 지표
영역
전반적 효과성

지표
학생의 성취
지속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학교의 역량
개선이 필요할 경우, 평가자의 권고사항

학업성취도 및 학생들이 학습을 좋아하는 정도
- 학생들의 성적수준, 학습의 질과 향상도,
- 특수학생 또는 장애학생의 학습의 질과 향상
성과 : 각 변수를 고려했을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때 학생들의 성과는
학생의 행동
어떠한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게되는 정도
학생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학생들의 직업능력 계발 정도 : 학생의 출석률
학생의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 정도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리더십 및 학교운영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수업의 질 :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활용
교육과정이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의 요구와 참여를 충족시키는 정도
보호와 지도, 지원의 효과성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및 학교 운영
- 교수-학습에 대한 리더십 및 학교 운영
학교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법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효
과성
학부모 및 보호자의 학교참여 효과성
학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의 효과성
사고 예방조치의 효율성
지역공동체와의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
투자대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 자원배분의 효율성

출처: OFSTED(2009b). The New Ofsted Inspection Framework: A briefing paper from the Ofsted
seminars in December 2008 and March 2009.
주: 유치원 과정, 대학준비과정, 기숙사 교육에 관한 영역 및 지표는 제외함

평가방법 및 절차는 학교가 평가에 대해 가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변화하였
다. 먼저 평가팀의 규모가 3~4명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평가기간도 2~3일 정도로 줄어들
었다. 절차 면에서 평가대상 학교는 평가실시 1~2일전에 평가실시를 통보받으며 경우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양식도 간소화되었다. 대신 평가 위원은 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 학교발전계획서, 학업
성취 수준 등 학교 현황을 담은 PANDA 보고서를 토대로 방문평가 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방문평가 시 평가 증거의 수집은 학생 및 학부모의 설문조사, 학생⋅교
직원⋅관리자와의 면담, 학교개선노력 보고서 및 수업참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개정된 학교평가는 수업참관을 강조하고 있는데, 평가자는 20분 이상 교사의 수업을 관

주요국의 학교평가체제 변화 연구 383

찰하고, 수업의 질 및 학생의 선호도 등을 조사한 후 교사에게 수업 관련 피드백을 제
공해야 한다. 평가등급은 ‘매우 우수(Outstanding)‘, ‘우수(Good)’, ‘만족(Satisfactory)’, ‘부
적절(Inadequate)’의 4등급으로 부여된다. 이때 평가자는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초점
을 두기보다 학교의 약점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주기는 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전 평가에
서 ‘매우 우수’ 혹은 ‘우수’ 등급을 받은 학교의 경우 5년에 한번 평가를 받고 평가실시
후 3년 이내에 중간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족’이하 등급을 받은 학교의 경우 3
년에 한번 평가를 받고 매년 개선노력을 보고해야 하며, 만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팀이 중간방문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OFSTED는 학교
의 학업성취자료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학교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009년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영국의 학교평가는 개별 학교가 가
졌던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학교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
다. 대신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판단할 때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라는 정량지표를 강조하
여 학교의 책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 영국의 학교평가 체제 변화 요약
영국의 학교평가체제는 전통적으로 국가주도 평가와 지방차원의 평가가 공존하는 형
태였으나, 1992년 OFSTED가 설립되면서 국가주도의 평가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OFSTED는 영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제
재를 가하는 등 학교의 책임이행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별 학교에 과중한 부담을 주
고 있다는 점, 외부 주도로 학교 개선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의 한계 등의 문제가 야기
되었다. 이후 2009년부터 OFSTED는 기존의 평가체제를 크게 변화시켰다. 주요 특징은
학교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중시하면서도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와 같은 정량지표로 학
교의 성과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학교 평가 체제는

‘책무성 제고’와 ‘자체적

인 개선 및 발전 도모’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표 5> 참고).
<표 5> 영국의 학교평가체제 변화
구분

HMI 및 LEA 주도 평가

OFSTED의 학교평가

2009년 이후 OFSTED 평가

목적

책무성, 정보제공
학교에 조언 제공

학교책무성 제고

학교책무성 제고
학교의 자체적인 질 개선

주체

왕실장학청(HMI)
지방교육청(LEA)

OFSTED

OF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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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MI 및 LEA 주도 평가

OFSTED의 학교평가

내용

학교가 성취한 교육의 수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개별 학교평가 등 다양한 포함한 리더십 및 경영의
영역이 혼재하고 있음
질, 학생의
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
화적 발달

2009년 이후 OFSTED 평가
학교의 전반적인 효과성,
학생의 성취(학업성취 결과
포함),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효과성, 학교경영 및
리더십의 효과성

방법 및
절차

종합 평가와 부분 평가
세부 절차가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남

평가 6주전 자체평가 실시
1주일의 방문평가
4년 주기로 평가실행

사전 통보 없이 방문
2-3일의 방문평가
등급에 따라 탄력적 운영

결과활용

평가결과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함

최종평가보고서 공개
등급에 따른 보상과 제재

최종평가보고서 공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언
등급에 따른 보상과 제재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영국의 학교평가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평가의 목적, 주체, 내용, 방법 및 절차, 결과 활용 등 다섯 가지의 준거로 살펴보고, 변
화 양상 및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각국의 학교평가 체제의 변화를 준거에 따라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목적 면에서 학교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3개국의 학교
평가 체제는 모두 학교의 교육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방
식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 한국과
다른 점은 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제재와 동시에 개선을 위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
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영역별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보다 약점 영역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더욱 중요시 하고 있으며, ‘만족’
이하의 등급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교육청이 학교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제
공한다. 미국의 경우도, 비록 연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업성취 중심의 강력한 책무성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 협의체에 의한 학교 인정 체제가 공존하고 있어 학교 개
선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평가주체 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학교평가 체제는 국
가와 시⋅도교육청이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본
계획수립, 연구개발, 데이터 관리 등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수준의
평가와 지방차원의 평가가 공존하였지만, 1992년 국가수준의 평가관리 기관인 OF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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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되면서 모든 학교에 대한 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CLB법에 기반한
연방정부의 학교평가 체제, 주정부의 평가체제, 민간 협의체에 의한 학교 인정 체제가
공존하고 있지만, 역사적 흐름을 볼 때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학교 인정 체제에서 주정
부 중심의 학교평가 체제로 그리고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중심의 학교평가 체제로 그 무
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셋째, 평가내용면에서 한국, 미국 및 영국의 학교평가 지표 모두 유사한 영역과 유사
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 주요 특징은 교육의 성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교육성과
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라는 정량지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
하고 있다. 즉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체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투입-과정의 영역을 강조
하던 이전 평가지표와는 달리 교육성과에 해당하는 산출 영역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 영국과는 달리 교과별 평균 점수 등을 활용하지 않고 기초학
력 미달학생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건강 체력등급 등을 성과 지표에 포
함하고 있어 교과 성적 중심의 평가가 주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넷째, 평가방법 면에서 지표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과 영국은 평가절차 면에서 학교 자체평가와 외부의
방문평가로 진행되어왔지만, 양국 모두 평가 기간을 줄이고, 평가팀을 축소하며, 정량지
표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등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영국의 경
우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평가팀의 규모를 10명 내외에서 2-3명으로 줄였으며, 방
문평가 기간 역시 일주일에서 2-3일로 축소되었다. 한국 역시 법령 개정을 통해 정량평
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가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다섯째, 평가의 결과활용 면에서 학교책무성 제고라는 평가의 목적에 부응하는 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영국, 미국, 한국 모두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함으로
써 학부모 및 일반인들에게 학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
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학교의 책임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한국과 영국의 경우 각 학교로부터 수집한 학교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국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과 향후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관리된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각국의 학교평가 체제는 각기 다른 상황적 맥락에서 출발
하였지만, 지표의 성격과 평가 방법에서는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평가 시스템은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는 데, 타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평가를 통해서 개별 학교의 책무성을
확인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학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
어야 한다. 한국의 학교평가 체제는 2011년 개정을 통해 정량평가 중심, 그리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였다. 이는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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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약화되었
음을 의미한다. 학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기준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기제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개선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강력한 책무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AdvancED
와 같은 민간 협의체의 학교 인정 활동과 주 정부차원의 학교 개선 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어 개선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영국 역시 국
가가 정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에 제재를 가하기 전에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학교평가를 주관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학교평
가 체제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기관이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는 했지
만, 실질적인 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평가 담당자는 학교
평가 이외의 다른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평가를 위한 전문적인 경
험을 축적하고 이를 평가 과정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도 어렵다. 영국
의 OFSTED는 학교평가 전문기관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중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평가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평가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셋째, 단위학교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전문적 자문과 개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
간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OFSTED라는 국가차원의 평가기구가 존
재하지만 민간 협의체와의 계약을 통해 개별 평가자를 충원하고 있어 역량 있는 민간
평가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미국의 학교 인정 체제는 민간 협의체를 구
성하여 학교와 수평적 관계에서 학교의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민
간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평가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확산되고 교장공모제가 도입
되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고려할 때, 학교의 자발적
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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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School Evaluation System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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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s and investigates changes in school evaluation systems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nalyz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viding
relevant suggestion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school accountability.
Second, the evaluation system i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ll three
countries. Third, educational outcomes are standardized and tested by the evaluation
system.

Fourth, indicators and processes of the evaluations have been simplified to

reduce burdens of individual schools and to pursue administrative efficiency.
results of the evaluation are utilized for reinforcing school accountability.

Fifth,

Based on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s: (1)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sustainable improvement efforts led by individual schools; (2)
an independent institution should be built to execute school evaluation; and (3)
evaluation experts should be available to give professional advice and support the
school's efforts while creating an equal partnership with schools.
[Key words] school evaluation system, school accountability, comparison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