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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프로그램학습성

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본 연구는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전산시스

템을 개발하고 개발된 전산시스템 적용사례를 제시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에 따라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 개발에 반영 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직접 적용해 본 교수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졸업시점에 이른 학생

들의 개인별, 성과별 프로그램학습성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 및 CQI 수행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미달성 프

로그램학습성과 및 학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어 :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전산시스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urse Embedded Assessment(CEA) 
program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ogram Outcomes Assessment System. This is a 
methodological study which is developing the Program Outcomes Assessment System based on Web-based CEA 
and applying it to assess the achievements of students by professors teaching them The Web-based CEA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implementing a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First, a demanded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system development, and the results were applied  for developing  the Web-based CEA. The CEA was 
used for assessing the achievement of students by professors charging them.  Finally, another surve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EA in professors who experimented it. By implementing the 
Program Outcomes Assessment System, it is possible to monitor the achievement of the program outcomes and 
CQI of individual students at the time of graduation. Also It makes it possible to check the unaccomplished 
achievements of students,  analyze the causes regarding uncompleted works, and find ways to enhance students 
to improve their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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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성과중심교육 체제가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메

커니즘으로 강조되고 있다. 성과중심 교육은 교육과정

에 대한 결정들이 졸업시점에서 학생들이 보여주는 출

구 프로그램학습성과에 맞춰지는 교육접근법[1][2]이며

여기서 성과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달성해야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성과중심교육 접근은 교육목표를 설명하여 실행하고,

그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교육목표달성과정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는 교육의 질 관리 체제로서 기능한다. 공학

교육인증을 비롯하여 건축학인증, 경영학인증, 간호학

인증 등의 교육인증체제, 교육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 등에서는 평가

지표로 성과중심교육체제를 반영하고 있다[3].

성과기반 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습성과 평가는 핵심

사항이다. 학습성과는 졸업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성과 기반의 교육을 위해서는 프로그램교육 목표

에 합치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이러한 학

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

을 교육하며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성취도 평가를 수행해

야 한다[4][5]. 공학인증원에서는 10가지, 간호교육평가

원에서는 12가지 프로그램학습성과를 제시하여 프로그

램학습성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인증하고 인증 졸업생들의 역량을 관리하

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방법 및 평가

체계의 타당성 결여로 인해 여러 연구에서 문제점이 지

적되었다[3][6]. 이는 ‘프로그램 학습성과가 달성되었음

을 인증하는 것이 실제 해당 프로그램 학생들이 졸업시

점에 학습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되

며 이는 곧 학습성과 평가 논리의 타당성 문제로 연계

된다[3]. 또한 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에 따르면 프

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의 구축은 표준화 되고 정형

화된 평가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상황 및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되어야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학습성과를 위한 시

간과 비용, 인력 측면에 소모가 많아 평가의 방법 및 체

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효

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기반 평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6][7].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Course- Embedded Assessment: CEA)체계 도입은

공학인증원의 이행권고사항 중 하나이며 3주기 간호교

육인증평가의 강조사항이기도 하다.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는 프로그램학습성

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학위과정에 개설된

교과목과 프로그램학습성과와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교과목학습목표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학습성과 달

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8]. 교과기반평가는 학습성

과 평가시점을 졸업시점 역량이 아닌 졸업시점까지의

역량 달성 평가로써 졸업시험, 종합설계, 학생포트폴리

오 등의 특정 평가도구 중심의 평가에서 교과목 중심

의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9].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는 교실환경 내에

서 교육목표,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생들의 수행결과

를 프로그램학습성과에 대응시켜 평가하는 방법으로

[10] 별도의 평가수행 없이 수업결과로부터 나온 중간,

기말고사 성적, 보고서, 발표 등의 산출물을 평가에 활

용함으로써 개별 교과목 학업성취도 평가를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에 따라 전체교육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조직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자료수집

이 용이하고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되며, 교육과정과 연

계되어 있어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이 자주 일

어나기 때문에 교육품질개선에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

[8][11]. 그러나 평가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실제적 운

영에 어려움, 교원의 의견일치 및 전체 동의가 쉽지 않

으며, 학습목표에 대한 평가도구 및 채점기준 미수립

으로 인한 계량적 평가 곤란,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 등이 단점이다[8].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는 학생들에게 등

급 또는 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교과목 학습목표의 달성여부 평가와 학습성과 달성여

부 평가 및 지속적 품질개선(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을 통해 교과목 학습목표의 적절

성,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주목적이다[12].

프로그램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고 있지만, 교과목 단위에서 실질적인

학생의 교과목목표 달성도 측정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학습성과가 평가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유의미하다

는 의견이 많다[13]. 간호교육에서의 학습성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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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졸업시험, 설문조사, 실기

시험 등의방법을 통해평가를 실시한결과를제시하고

있었으나[14],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교과기반평

가가 강조되면서 학교마다 교과기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에서는 간호

교육인증보다 먼저교과기반인증에대한연구 및 12개

학과 사례집발간[8] 등 교과기반 평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체 교수자의 합의과정 및 학교

전산 시스템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교과기반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의 적용 및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공학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과 학습성과의 연관

성에 근거하여 해당 교과목 내의 시험과 보고서 성적

을 근거로 프로그램학습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15][16][17과] 미국대학 학습성과 평가방법의 국

내 공학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18].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를 효과적으로 운

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단순화 및 평가 자료와

성취수준미달성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적

용하여 자료를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적용 사례를 제시하

여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

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전문대학 학생의 교과기반 프로그램 학

습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 평가, 관리하기위해 전산개

발을 하는데 있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전산시스템 개

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다.

-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전산시

스템을 개발하여 적용사례를 제시한다.

- 개발된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전산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전산시

스템을 개발하고 개발된 전산시스템 적용사례를 제시

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절차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전산시스템 개발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은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

(System Development Life Cycle)에 근거하여 요구도

분석, 전산시스템 개발 및 적용, 평가과정에 따라 순차

적으로 이루어 졌으며[16],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절차는 남성미[6]와 송동주 외[8]가 제시한 프로그

램학습성과 평가절차를 수정·보완하여 교과목목표와 프

로그램학습성과 연계, 학습성과 성취수준 결정, 프로그

램 성취도분석단계 3단계로 개발하였다.

그림 1.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평가 전산시스템 개발절차

Figure 1. The process of development based on web-based CEA

1.1 요구사항 분석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전산시스템 개발

목적 및 특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로

[16]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의 프로그램학습성과 담

당교수 3인, 전산개발전문가 2인이 참여하여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체계 전산시스템구현 및 사용

자 요구사항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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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산시스템 개발 및 적용

전산시스템 개발단계는 구조화된 내용을 전산시스템

으로의 구현하는 단계로 일개 대학의 교육품질 담당교

수 3인이 교과목 학습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 연계방

법,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수준 및 성취도 분석방법에

관해 논의 후 설계하였으며, 담당교수와 전산개발전문

가 2인이 전산구현을 위한 콘텐츠, 형식, 사용용이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일

개대학 모든 학과에 적용하였다.

1.2.1 교과목학습목표(CLO)와 프로그램학습성과(PO)

연계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교과목학

습목표(CLO)와 프로그램학습성과(PO) 연계 교과목 선

정은 교과과정에 있는 모든 교과목을 이용하거나 핵심

교과목(Core, Probe과목) 또는 종합적(통합, 캡스턴)교

과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19]. 본 연구는 교과목학

습목표(CLO)와 프로그램학습성과(PO) 연계를 위해 교

원의 합의과정을 거쳐 교과과정에 있는 모든 전공 교과

목을 프로그램학습성과와 연계하였다.

1.2.2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수준 결정

남성미[6]는 프로그램학습성과의 교과목 연계와 졸

업 시점 학생들의 학습성과 달성도 산출을 위한 요인들

을 쌍대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AHP

(Analysis Hierarchy Process) 방법에 의해 프로그램학

습성과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성취수준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수준은 학과 교육과

정 개발 및 개편 절차에 의해 학과교수가 설정하며, 교

과목학습목표 성취수준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설정한다.

성취수준 결정을 위한 점수는 교과목 학점과 교과목 학

습목표에 부여한 배점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였다.

1.2.3 프로그램학습성과(PO) 성취도 분석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는 교과과정에 연계된 모든

교과목 학습목표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프로그램학습성

과 성취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성취한 점수

가 학과에서 정한 점수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통과되

었다고 판정 하는 경우와 전체학생의 교과목학습목표

별 평균점수가 일정 점수만큼 성취된 경우 도달되었다

고 판정하는 경우가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학

습성과 별 교과목학습목표 평균점수가 학과에서 설정

한 성취수준만큼 성취된 경우 프로그램학습성과 및 학

과종합 프로그램학습성과가 성취되었다고 판정하였다.

1.3 시스템 적용 및 평가

설계되어진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단계는 Doll &

Torkzadeh[20]이 개발한 후 조은미[21]가 번역하여 사

용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사용한 교

수 50명을 대상으로 콘텐츠(contents) 4문항, 정확성

(accuracy) 2문항, 형식(format) 2문항, 사용용이성(easy

of use) 2문항, 적시성(timeliness) 2문항으로 총 12문항

에 관해 설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요구분석결과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전산시스템 개발

목적은 교과목 운영결과를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교과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졸업시점에 학과별, 학습성과별, 학생별 성

취수준을 즉각 보여주고 설정된 달성목표가 성취되었

는지를 확인하며, 미달성 학습성과 및 학생의 원인분

석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인 요구사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학습성과는 학과별로 학과장이 조작

적 정의 형태로 입력한다.

둘째, 학과별 성취수준은 학과장이, 교과목 성취수준

은 담당교수가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셋째,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도는 교과목 학점과 학

습목표 배점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넷째, 성취수준 미달성 학생 및 프로그램학습성과 관

리가 가능하도록 미달성 학생과 프로그램학습성과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전산시스템 개발 및 적용사례

2.1 교과목학습목표(CLO)와 프로그램학습성과(PO) 연계

교과목학습목표와 프로그램학습성과 연계 매트릭스

는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전체 교과목을 포함하여 표

1과 같이 학과에서 교과목별로 교과목 학습목표와 프로

그램학습성과, 평가계획,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연계 매

트릭스를 작성한다. 표 1에서 작성된 연계 메트릭스를

검토하여 그림 2와 같이 전산시스템(web-based)으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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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과목학습목표(CLO)와 프로그램학습성과(PO) 연계성

Table 1. Connectivity the CLO and PO

그림 2. 프로그램학습성과와 교과목 학습목표 연계성을 위한 전

산시스템

Figure 2. The web system for connectivity CLO and PO

2.2 교과목 학습성과 성취수준 결정

교과목 학습성과 성취수준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결

정하며,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수준은 학과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절차에 의해 학과교수가 합의하여 설정

한다. 교과목 학습성과 성취는 각 학습목표 배점에 가

중치를 두어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 2와 같이 계산하며

담당교수가 정한 교과목 학습성과 성취수준으로 성취

여부를 그림 3과 같이 구현하였다.

그림 3.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수준 결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Figure 3. The web system for decision of PO achievement level

2.3.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도 분석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교과과정에 연계된 교

과목 학습성과에 학점을 가중치로 두어 계산한 값이

학과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교과기반 프로그램학

습성과가 달성 되었다고 판정되며 계산방법은 표 2와

같다.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수준 미달성 학

생 및 프로그램학습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림 4와

같이 전산으로 구현하였다.

표 2.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성취 판정

Table 2. The decision of PO assessment achievement

학습
성과

교과
목

과목
정보

교과목 학습목표  
성취수준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수준

학습
목표

배
점 점수

성취

도(%)

기준

(%)
P/F 학점 가중

배점
가중
점수

성취도
기준 
70(%)

성취
결과
P/F

PO1
　

A

A1 20 15 75 70 F 3 60 46.8 

50.7 F

A2 40 40 100 70 P 3 120 120.0 

A3 20 6 30 70 F 3 60 19.1 

B

B1 30 10 33 70 F　 3 90 30.0 

B2 20 15 75 70 P 3 60 45.0 

B3 30 15 50 70 F 3 90 45.0 

C
C1 30 10 33 70 F 2 60 20.0 

C2 50 45 90 70 P 2 100 90.0 

D D1 80 10 13 70 F 3 240 30.0 

합계 880 445.9 

PO2

PO3

.........

Σ Σ

........................................................................................

그림 4.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성취도 판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Figure 4. The web system for decision of PO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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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적용 및 평가

시스템 적용은 2017년 12월까지 교과기반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뒤 2018년 1학기

부터 적용하였으며, 시스템 평가는 2018년 9월 1일부

터 15일까지 총 15일간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적용 경

험이 있는 교수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사용

편리성이 5점 만점에 4.11±0.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스템의 정확성 및 정확성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 평

균이 3.60±0.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3. 시스템 사용자 평가

Table 3. The evaluation of system user

본 연구는 교과목 운영결과를 프로그램학습성과 평

가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교과목 운영을 실시하고, 성취

수준 미달성 학생 및 프로그램학습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및 적용사례를 제시하였

다.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는 평가의 수월성

관점에서 학습성과 별로 연관성이 높은 대표 교과목

(probe 또는 core 교과목)만 평가하거나[8], 성취수준,

교육과정 구성원리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학습성과와

연계된 모든 교과목을 평가한다[6]. 교과기반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체계구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

지만 체계를 완성하게 되면 평가업무 시간이 절약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 교과목 학습목표와 프로그램학

습성과를 연계하여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의

수월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전산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시스템 생명 개발주기 단

계[22]에 따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

한 후 이를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개발하였으며, 개

발된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육품질 담당교수 3인과 전산개발전문가 2인에게

전산개발과 관련된 요구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전산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성취수준 미달성 학생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및 교육과정 지속적 개선(CQI)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적시성 및 사용편리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높았다.

전산시스템 개발절차를 살펴보면 Marymount

University[23]대학은 목표를 반영한 학습성과를 측정

가능한 동사로 서술하고 직·간접방법을 활용하여 학습

성과 측정, 학생 결과물과 반응을 수집하고 분석, 개선

사항 제안의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송동주 외[8]는 교과

목별로 교과목 학습성과를 세우고 그에 대한 평가도구

선정 및 평가기준을 선정, 운영 및 평가에 대한 피드백

이 이루어지도록 14단계로 정리하였다. 또한 남성미[6]

는 프로그램학습성과 가중치를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반복성, 계속성, 계열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

하여 체계적인 공통의 루브릭 개발, 평가도구선정, 분석

결과를 교육과정에 개선 등 7단계로 구성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송동주 외[8]와 남성미[6]연구를 기반으로 우

리대학 및 학과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목학

습목표와 프로그램학습성과 연계단계, 프로그램학습성

과 성취수준 결정단계,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도 분석

단계로 구성하였다.

전산시스템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교과목 학습목표

와 프로그램학습성과 연계 한 후 각 교과목 학습목표별

프로그램학습성과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교과기반 프로

그램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과 도구의 선정 시

학생들의 프로그램학습성과가 측정되어야 하며 프로그

램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평가방법은 교수자가 교과목 평가 전에 프로그램학습

성과를 고려하여 지필고사, 발표, 포트폴리오 등의 직

접·간접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24][25] 평가도구는

평가방법에 따라 적절한 루브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

며, 루브릭 개발과정, 평가결과에 일관성 및 타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23]. 평가방법 및 도구는 학과 및 교과

목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한 과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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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기준을 결정

하는 단계이다.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여부 판정방법은

사전에 정해진 점수를 정해진 비율만큼 통과하는 경우

달성되었다고 판정 하는 경우[6]와 전체학생의 평균점

수가 일정 점수만큼 성취된 경우 도달되었다고 판정하

는 경우. 과목별로 달성한 경우 +1, 미달성한 경우 -1로

하고 가중치를 곱한 값이 양수이면 달성, 음수이면 미

달성[6] 등의 방법으로 판정을 하고 있으나 학교 및 학

과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정방법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

서는 학과 및 담당교과목 교수가 정한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정해진 비율만큼 학생이 달성 한 경우 프로그램

학습성과가 달성되었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학습성과 성취도 분석단계이

다. 프로그램학습성과 달성여부를 평가하기위한 프로그

램학습성과 최종점수에 대한 가중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남성미[6]는 프로그램학습성과

의 교과목 연계와 졸업 시점 학생들의 학습성과 달성도

산출을 위해 요인들을 쌍대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방법에 의

해 프로그램학습성과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송동주

외[8]에서 발표한 사례는 대부분 교과목 학점에 가중치

를 부여하였다. 전산시스템 미개발로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에 모든 교과목 및 학습목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가중치 적용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교과목학습목표 배점과 교과목 학점을 가중치로

설정하여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전산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사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 전체 5점 만점에 3.89

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 사용용이성은 4.11

점 형식은 4.01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이는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의 가장 힘든 부분이

프로그램학습성과 관리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되

어 업무부담이 높다는 것인데[26] 프로그램학습성과 평

가 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으로 분석할

때 생기는 시간 및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시스템의 정확성 및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평균이 3.60±0.33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시스템 개발초기라 생기는 문제라 판단되어 지속적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전산시스템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달성 프로그램학습성과와 학생들을

관리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용이하고자 함이며, 이는

교수의 수업역량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을 동시

에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차기

년도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교수자

의 자아성찰 및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

다[27].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전산시스템은 졸업시점에 이른 학생들의 개인별,

성과별 프로그램학습성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모니

터 및 CQI를 할 수 있으며, 목표수준에 달성되지 못한

프로그램학습성과 및 학생들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을 모색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효과적인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

가를 위해 평가체계의 단순화 및 성취수준 미달성 학생

과 프로그램학습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적용사례를 제시하여 프로그램학습성

과 평가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교

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전산 프로

그램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사례 발표된 논문이 미

미하므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Dennis, Wixon와 Roth[22]의 시스템 생명 개

발주기 단계에 따라 요구도 조사를 실시 한 후 전산시

스템 개발에 적용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접 사

용해 본 경험이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

다. 전산시스템 개발 단계는 남성미[6]와 송동주 외[8]

가 제시한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과정을 수정·보완하여

내부 그룹웨어와 연동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교과기반 프로그램학습성과 평가는 프로그램학습성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질 관리 과

정을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졸업시점 학생들

의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프로그램학습성과, 학생, 학과

달성여부를 한 눈에 모니터 할 수 있어 미달성 학생 및

프로그램학습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개선방안 모색 및

평가관리가 용이하리라 판단되어 진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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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한다. 첫째, 학생들 스스로 프로그램학습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학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생조

회기능을 개발되어야 하며, 둘째, 학습자 및 교수자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입력 및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모바일과 연동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셋째, 보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

모드를 통해 사용자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포함한 보

완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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