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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199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이 민간기구로 결

성되고 2002년 3개 대학이 처음 공학교육인증평가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공학교육은 공학교육인증제를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는 공학계열 졸업생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공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체제이다(한지영･강소연･전주현, 2016). 이를 

위해 각 대학들은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교수학습지원

센터(CTL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와 공조하여 

공학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 수업 컨설팅, 교원 연수 등 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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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김희

동･지인영, 2009; 이현영, 2012). 

또한 공학교육인증의 핵심은 성과중심교육이고, 수요지향적 

교육을 바탕으로 지속적 질 개선을 통하여 졸업생의 능력 및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전주현･김남일･한중근, 2013),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를 강조해 왔다. 공학

교육인증에서 강조하는 학습성과는 측정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그 결과를 진단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다시 공학교

육 개선에 환류하는 순환적 개선구조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공학교육인증원인 ABET(2012;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는 CQI를 강조하기 위해 

인증기준에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공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의 인식에도 변

화가 생겼다. 공학교육인증제의 효과에 대한 교수자들들의 인

식을 조사한 한지영･강소연･전주현(2016)의 연구에 의하면, 

교수들은 전공교육 강화, 설계교육 강화, 교과목 이수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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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hours for participating in CTL program and whether or not make of CQI have a effect 
on the student evaluation about teaching of engineering professor. This inquiry have don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at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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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체계적 교육, 학생상담 및 지도 강화, 교육목표 구체화와 

함께 CQI를 통한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마련을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성과로 꼽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에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CTL 프로그램에

의 참여와 CQI의 작성을 강조한 점은 대학종합평가와 구조개

혁평가, ACE사업 및 CK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등과 

맞물리면서 모든 전공 분야로 확대되었다(정영길, 2013). 고등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한 것이다(신소영･권진희, 2016). 이와 함께 대학의 

강의평가가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관심을 받아 왔다. 

강의평점이 수업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

구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류춘호･이정호, 2003; 

이대식･이주연･임희준･김평국, 2007),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

들(김선희, 2017; 양길석, 2014; 이희원･민혜리, 2013; 황인

수, 2008; Danielso, & Rogers, 2007; Marsh, 1984)이 강의

평가를 강의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강의개선을 위한 도

구로 제안하고 있다. 교수들의 강의평가에 대한 의심과 달리 

학생들은 객관적으로 강의를 평가하고 있으며(Marsh, 1984),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평가는 시간의 흐름에도 일관성 있게 나

타나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보고(하오선･정민호, 2014) 등을 

통해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다.

국내 대학들은 강의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타

당한 강의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강의의 

질을 확인하는 체계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강의평가의 실시와 

점수의 확인만으로 강의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

다(채수은･손영민, 2015). 강의평가가 본질적 기능인 형성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대한 메타분석을 실

시한 Cohen(1980)은 강의평가 결과의 제공과 함께 외부의 조

언이 제공될 때, 강의의 효과가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entra(1993)와 육진경(2017)은 교수자가 강의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강의방법과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CTL의 수업

개선 프로그램 참여와 반성적 자기 성찰인 CQI 작성이 강의평

점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학교육인증 관련 연구에서도 강의평가 

관련 연구에서도 CTL 프로그램 참여 또는 CQI 작성의 효과성

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학교육인증 

관련 CQI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학습성과 평가 전략 도출

이나 사례연구였으며(김정식, 2007; 허돈, 2009), 이후에는 

CQI 구현 방안이나 CQI 시스템 개발 연구들이었다(심춘보･ 
박동국, 2013; 전주현･김남일･한중근, 2013). 강의평가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강좌, 교수, 

학생특성 세 가지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김진

화･홍영은･박종국, 2011; 남민우･조은순, 2014; 양길석, 

2014; 조장식, 2013)은 있으나,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에 CTL 프로그램의 참여 또는 CQI 작성을 포함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수행한 몇몇 연구들이 강의평점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기도 하였지만(강상희, 2018; 육진경, 

2017; 조용개, 2009: 하오선･정민호, 2013), 여전히 실증적인 

효과성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교수자의 CTL 프로그램 참여와 CQI 작성이 공과대학 

교수자의 강의평점을 향상시킨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

략을 수립하거나 공학교육인증 및 대학평가, 재정지원 사업 수

행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공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의 CTL 프

로그램 참여시간과 CQI 작성 여부가 강의평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강의평가의 개념과 효과

강의평가는 수업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진단적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여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배호순, 

1992; Braskam, & Ory, 1994). 이성흠(2001)은 강의평가를 

수업의 효율과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을 판단하는 행위로 보

았으며, 원효헌･설현수(2000)는 강의평가를 교수-학생 간 상

호작용과 관련하여 수업의 목적과 내용전달의 정확성, 교수자

의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자-학습자의 정서적 공감, 교수자의 

수업 운영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는 수업과정에서 확인된 장․단점을 파악

하여 교수학습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업효과를 향상시키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Diamond, 1998; Tuckman, 

1985), 강의개선을 위한 진단적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이현영, 2012; Centra, 1993; Cohen, 1980). 강의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류춘호･이정

호, 2003; 이대식･이주연･임희준･김평국, 2007), 현재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강의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

다(김선희, 2017; 양길석, 2014; 이희원･민혜리, 2013; 황인수, 

2008; Danielson & Rogers, 2007; Marsh, 1984). 

강의평가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고

하고 있는데, Cohen(1980)은 이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



공학 교과목의 강의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TL 프로그램 참여와 CQI 작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2(3), 2019 61

해 강의평가의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외부의 조언과 병행될 때, 강의의 효과

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Centra(1993)와 육진경

(2017)은 강의평가는 교수자로 하여금 자신의 강의방법과 태

도를 신중하게 성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강의평가는 교수-학

습 과정에서의 교수행동에 대한 평가로, 교수활동의 질을 판단

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업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점을 사용하고자 한다.

2. 강의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의평가 결과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산출물로 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박완성, 2010; 백순근･신효

정, 2008; 송미섭･지은림, 1994; 양길석, 2014; 최보금･김재

웅, 2013; Cashin, 2003; Ting, 2000)이 대학의 강의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학생변인, 교수변인, 그리고 수업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TL 프로그램의 참여와 

CQI 작성여부가 강의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므로, 이 

2개의 요인을 노력요인으로 하고 그 이외의 영향요인은 배경

요인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가. 배경요인

첫째, 교원구분이다. 강의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요인으

로는 성별, 연령, 교원구분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수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요인이라고 제시했으나, 교원구분은 연

구결과가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 전임교수가 시간강사보다 

더 높은 강의평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진화･홍영은･
박종국, 2011; 김현철, 2006; 백순근･심효정 2008)도 있고,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논문도 있다(손충기･김영태, 

2007; 최보금･김재웅, 2013). 

둘째, 수업유형인데, 그 연구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다. 김현

철(2006)과 조장식･김창완･최승배(2009)의 연구는 실습과목

이 이론과목에 비하여 평가 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박

완성(2010)과 한신일(2001)의 연구는 이론중심 수업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지

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강학생수이다. 학생수가 강의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다(백순

근･신효정, 2008; 이재성, 2014; 최보금･김재웅, 2013). 양길

석(2014)은 수강학생 수가 많을수록 강의평가 결과가 낮다고 

보고하면서, 20명 이하 혹은 30명 이하 강의의 강의평점이 다

른 규모의 강의에 비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수업집중도이다. 학생들의 동기유발정도 또

는 수업집중도가 강의평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몇몇 연구

를 통해 주장되었다. 그 중 하나는 타당성 가설로서, 효율적인 

강의를 한 교수자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높은 동기를 갖게 

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은 강의만족도를 높이

고 강의평점을 높인다는 주장이다(나삼식･안훈모, 2017; 백순

근･신효정, 2008; 이재성, 2014; 윤유진, 2018; 최보금･김재

웅, 2013; 황인수, 2008; Brockx, Spooren & Mortelmans, 

2011). 또한 양길석(2014)은 예습 및 복습, 출석, 수업 참여도

가 충실한 학생들이 높은 강의평가를 주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재성(2014)은 유효성 가설이 특히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에게

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다섯째, 강의평가 사전점수이다. 강의평점은 교수자의 개인

적 특성 및 성별, 전공분야, 강의경력, 연수경험 등에 따라 개

인차가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강의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의평가 사전점수를 회귀식에 포함시키고 동시입력방

식을 사용여 여타 영향요인들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동시입력방식은 회귀식에 포함된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특정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

식이다(이학식･임지훈, 2017). 

나. 노력요인

첫째, CTL 프로그램 참여이다. CTL 프로그램은 단기와 장

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 프로그램에는 교수법 

특강, 교수법 워크숍이 있고, 장기 프로그램에는 교수멘토링, 

수업컨설팅 등이 있다. 교수법 특강이나 워크숍은 교수자들이 

단시간에 편리하게 교수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수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백순

연･엄우용, 2015; 서윤경･윤희정･김주영, 2013), 이러한 이유

로 많은 대학에서는 연 4-5회의 교수법 특강을 마련하여 새로

운 교수법 적용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도록 돕고 있다. 

 수업멘토링과 수업컨설팅은 수업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서 수업전문가가 컨설턴트가 되어 컨설팅을 받는 교수의 교수

행위를 비디오로 찍거나 관찰하고 수업행동을 분석하여 문제

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구원회, 2017; 심미자, 2012). 수업멘토링과 수업

컨설팅은 학생들의 강의만족도와 강의평가 등의 실질적인 교

육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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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홍성연, 2010; Erickson & Erickson, 1979; Wilson, 

1986).

Piccinin(1999)은 수업컨설팅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단순 상담 집단, 컨설팅 실시집단, 컨설팅 및 학생 피

드백을 받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수업컨설팅 사후 효과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3개 집단 모두 수업컨설팅의 효과가 3

년까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민혜리･윤희정(2012)과 배미은･이은택･김희은, 2016) 또

한 수업컨설팅은교수자의 학생중심 교육활동 태도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육진경(2017)

은 수업개선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강의평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수업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이때 단기 

프로그램과 장기 프로그램을 구별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CQI 보고서 작성 여부이다. 공학교육인증에서 활용하

고 있는 CQI는 순환적 질 관리를 의미하며, 교과영역에서는 교

과운영 분석평가를 통한 수업의 질 개선을 의미한다. 교수자들

은 교과목 CQI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통해 좀 더 완성도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주현･김남일･한중근

(2013)은 창의･융합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공과대학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 CQI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프로그

램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CQI 보고서는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며, 교육활동과정에

서의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의 타당성, 교수-학습방법의 효율성

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학교육인증제를 위해 

도입된 CQI는 이제 모든 대학으로 확산되어 대학교육의 질 관

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김영락･최수천･이태정･윤우영, 2015; 

방극철, 2015). 그러나 공학인증을 위해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CQI의 수업개선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영락･최수천･이태정･윤우영(2015)은 세무회계정보과의 교

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구성하면서, CQI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배수현(2017)은 NCS 기반 

컨벤션 교과목에 적용한 CQI 사례를 분석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상희(2018)는 역량 기반 교양 교과목 개선을 

위한 강의설계, 평가방법, 개선안 도출 등의 CQI 사례를 소개

하면서,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는 목표 설정, 실행, 결과 측

정, 평가, 개선으로 이어지는 CQI가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육진경(2017)은 교과목 CQI가 강의평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교수법 

특강, 수업컨설팅, 교과목 CQI가 동시에 제공된 경우에만,  강

의개선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자료는 충청권 소재 N대학의 2018

년 1학기 공과대학 학기말 강의평가 점수(사후점수)이다. 공과

대학에서 개설된 전공이론과 전공실습을 포함한 총 240개 강

좌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점수를 사전점수로 활용하였다. 

사후검사의 시기가 2018학년도 1학기인 이유는 1학기 개설과

목과 2학기 개설과목이 달라, 동일 교과목의 강의평점을 얻기 

위해서이다. 사전과 사후검사의 강의평점은 동일 교수자와 동

일 교과목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특성 강좌수(%) 계 

학과 

건축공학과 20(8.3)

240

(100.0)

건축학과 27(11.3)

공간정보공학과 36(15.0)

멀티미디어학과 23(9.6)

산업경영공학과 27(11.3)

전자공학과 43(17.9)

정보통신공학과 24(10.0)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40(16.7)

이수구분

전공기초 13(5.4)
240

(100.0)
전공필수 76(31.7)

전공선택 151(62.9)

수업형태

이론 89(37.1)
240

(100.0)
이론/실천 108(45.0)

실습 43(17.9)

대상학년

1 38(15.8)

240

(100.0)

2 79(32.9)

3 78(32.5)

4 45(18.8)

교원구분
전임 195(81.3) 240

(100.0)비전임/시간강사 45(18.8)

2 연구도구 및 조사방법 

CQI의 작성내용은 전년도 개선요구사항을 제시해주고,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입력하게 하였고, 당해 학기란에는 

중간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자기분석, 기말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자기분석, 개선요구사항, 향후 개선방안, 학과차원 협조요

청사항, 대학차원 협조요청사항을 작성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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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평가 문항의 내용 및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강의평가 사후점수의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과 베리멕스 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 결과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6766.72(df=78, p=0.000)였

고, KMO 검정값이 .972(p=0.000)이여서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총 1개

의 성분을 추출하였으며, 1개의 주성분으로 전체 변이의 97.2%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Cronbach a를 구하였

으며, Table 3은 회귀분석에 활용된 변인들의 특성이다.

Table 2 강의평가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성

하위영역 강의평가 내용 문항수 요인1 신뢰도

수업설계
강의계획서 내용이 자세한지

2
0.967

0.990

강의계획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0.966

수업방법

학생의 능력과 이해도를 고려한 수업속
도인지

3

0.963

학생들의 질문을 수용하고 성실하게 응
답했는지

0.969

교수의 교수방법은 수업내용에 적절한지 0.971

수업관리
교재, 학습자료 등 수업준비가 철저한지

2
0.974

출결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0.904

수업평가

시험이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으로 출제
되었는지

2

0.960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식과 기준
을 사용했는지

0.946

교육환경

수업에 필요한 강의용 기자재가 잘 준비
되었는지

2

0.933

수업에 필요한 실기용 기자재가 잘 준비
되었는지

0.958

Table 3 회귀분석에 활용된 독립 및 종속변수의 특성

구분 변수군 변수명 척도 변수설명
종속변수
M(SD)

독립
변수

배경
요인

교원구분 이분형
전임(0) 4.14(0.29)

비전임/시간강사(1) 4.21(0.31)

수업유형 범주형

이론(00) 4.11(0.26)

이론‧실습(01) 4.13(0.28)

실습(10) 4.31(0.33)

수강학생 수 연속형 수강학생 수(명)

학생의 
수업집중도

연속형 5점 척도

강의평가 
사전점수

연속형 5점 척도

노력
요인

CTL 프로그램 
참여시간

연속형 참여시간 수(시간)

CQI 작성여부 범주형
미작성(0) 4.11(0.27)

작성(1) 4.16(0.30)

종속변수
강의평가 
사후점수

연속형 5점 척도

3 분석방법 

배경요인(교원구분, 수업유형, 수강학생수, 학생의 수업집중

도, 강의평가 사전점수)과 노력요인(CTL 프로그램 참여시간, 

CQI 작성여부)이 강의평가 사후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최적화 척도법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

석은 Window용 SPSS 24.0으로 처리하였다. 변수들의 기술통

계량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0.501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선

성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

(VIF)을 보면, Table 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차한계값은 

0.10보다 훨씬 크며, 분산팽창요인은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업유형, 수강학생수, 학생의 수업집중도, 강의평가 

사전점수는 종속변수와 상관이 있어 통제해야 하므로 단계입

력이 아니라 동시입력방식을 사용하였다. 동시입력방식은 회귀

식에 포함된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 독립변

수의 영향력을 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이학식･임지훈, 

2017). 

Table 4 변인간의 상관관계

구분

독립
종속

배경요인 노력요인

A B C D E F G H

A 1

B 0.143* 1

C -0.032 -0.601*** 1

D 0.131* 0.317** -0.263*** 1

E 0.187** 0.121 -0.054 0.368*** 1

F -0.154* 0.071 -0.109 0.002 -0.009 1

G 0.042 -0.043 0.022 -0.074 0.045 -0.130* 1

H 0.089 0.220*** -0.289*** 0.783*** 0.450*** 0.029 0.055 1

A: 교원구분, B: 수업유형, C: 수강학생수, D: 학생수업집중도, E: 강의평가 
사전점수, F: CTL참여시간, G:CQI작성여부, H:강의평가 사후점수
* p<0.05 ** p<0.01 *** p<0.001

IV. 결과 및 해석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결정계수(R²)가 0.679이

므로 종속변수인 강의평가 사후점수에 관한 변동의 67.9%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의 F

값은 54.045(p=0.000)이고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강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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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후점수에 교원구분, CTL 프로그램 참여시간은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수업유형, 수강학생수, 학생수업집중도, 강의평가 

사전점수, CQI 작성여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강의평가 사후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의 효과분석

계수

종속변수(강의평가 사후점수)

ß값 S.R.
표준화된 

ß값
t 공차 VIF

상수항 0.377 0.222 1.699

배경
요인

교원구분 -0.031 0.030 -0.041 -1.040 0.882 1.134

수업유형 
(이론/이론‧실습)

0.091 0.041 0.120 2.247* 0.491 2.037

수업유형 
(이론‧실습/실습)

0.092 0.031 0.156 2.993** 0.515 1.941

수강학생 수 -0.004 0.001 -0.183 -3.465*** 0.501 1.998

학생수업집중도 0.727 0.044 0.713 16.620*** 0.758 1.320

강의평가 사전검사 0.189 0.042 0.186 4.488*** 0.815 1.227

노력
요인

CTL 참여 시간 0.002 0.002 0.033 .864 0.940 1.064

CQI 작성여부 0.087 0.035 0.096 2.506* 0.959 1.043

* p<0.05 ** p<0.01 *** p<0.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들의 비표준화계수(β값)에 의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강의평가 사후점수 = 0.377 

                   + 0.091(수업유형-이론/이론‧실습) 

                   + 0.092(수업유형-이론‧실습/실습) 

                   - 0.004(수강학생 수) 

                   + 0.727(학생수업집중도) 

                   + 0.189(강의평가 사전점수) 

                   + 0.087(CQI작성여부)

배경요인 중에서 교원구분은 강의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평점에 교원구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논문들(손충기･
김영태, 2007; 최보금･김재웅, 2013)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업유형, 수강학생수, 학생수업집중도, 강의평

가 사전점수는 강의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론형태의 수업보다 이론‧실습형태의 수

업이 강의평점이 0.091만큼 높고, 이론‧실습형태의 수업보다 

실습형태의 수업이 강의평점이 0.092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김현철(2006)과 조장식･김창완･최승

배(2009)의 연구결과를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강학생 수가 강의평점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백순근･신효정, 2008; 양길석, 2014; 이재성, 2014; 

최보금･김재웅, 2013)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강학생 수가 1명 

증가하면 강의평점이 0.004만큼 낮았다. 그러나 강의평가 사전

점수가 1점 높으면 강의평점이 0.1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학생들의 수업에의 집중을 유도한 교수자의 교수자의 강의평

점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나삼식･안훈모, 2017; 백순

근･신효정, 2008; 양길석, 2014; 이재성, 2014; 윤유진, 2018; 

최보금･김재웅, 2013; 황인수, 2008; Brockx, Spooren & 

Mortelmans, 2011)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의 수업집

중도가 1점 척도 향상되면 강의평점이 0.727 높다. 

본 연구의 관심사였던 CTL 프로그램 참여와 CQI 작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들의 CTL 프로

그램 참여시간은 강의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는 육진경(20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인 반면, 양길석(2014)의 

연구와는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수자가 수업개선 프로그

램의 참가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교육활동으로 

바꾸고 익숙해지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교수법 특강이

나 워크숍, 수업개선을 위한 컨설팅, 수업 포트폴리오 제작 프로

그램 등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나 정보가 체득화되고 수업활동으

로 구현되는 데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CQI를 작성한 

경우가 CQI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보다 강의평점이 0.08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들의 CQI 작성이 강의평점를 향상시킨

다는 연구결과는 육진경(2017)의 연구와는 반대인 결과로써, 

CQI 작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공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의 CTL 프로

그램 참여 시간과 CQI 작성 여부가 강의평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교수자의 

CTL 프로그램 참여와 CQI 작성이 공과대학 교수자의 강의평

점을 향상시킨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학교육인증 및 대학

평가, 재정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권 소재 N대학의 공과대학에 개설

된 240개 강좌의 2018년 1학기 학기말 강의평점을 분석의 대

상으로 하였다. 2018년 1학기 공과대학 학기말 강의평가 점수

(사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배경요인(교원구분, 수업유

형, 수강학생 수, 학생의 수업집중도, 강의평가 사전점수)과 노

력요인(CTL 프로그램 참여시간, CQI 작성여부)을 독립변인으

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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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는 CTL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강의평점에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CQI 작성은 강의평점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대학들이 대학교육의 질 향상

을 위해 적극적으로 CQI 보고서 작성을 도입해야 함을 보여준

다 할 수 있다. 물론 CQI 보고서 작성이 강의평점에 미치는 영

향력은 수업유형, 수강학생 수, 학생수업집중도, 강의평가 사전

점수보다 적으며, 이로인해 CQI 보고서 작성보다는 수강학생 

수를 줄이거나 학생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CQI 활용을 위해서는 교

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CQI 평가기준(지표)을 

확립해야 하고(Wagner, Coleman, Reid, Phillips, Abrams & 

sugarman, 2012), 교수자의 반성적 성찰을 이끌 수 있는 질문

들을 개발해야 하며(배수현, 2017), CQI 시스템 모델의 개발해

야 하는(강정찬･이은화, 2017; 전주현･김남일･한중근, 2013) 

등 대학들이 다양한 측면의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학생 수의 지속적 축소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쉽지 않고 학생의 수업집중도는 학생요인의 개

입으로 인해 통제가 쉽지 않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CQI 

보고서 작성이 강의평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전략 수립에 도움에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후속된다면, CQI 작성의 효과

성에 대해 발전적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효과성 

지표 중 하나는 학습자 측면의 교육효과성이며, 이것이 교육활

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강의평점을 매

개변인으로 하고 학습자 측면의 지표인 교육효과성을 종속변

인으로 하는 연구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향후 

연구는 다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CTL 프로그램 참여가 강의

평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CQI 작성과 CTL 프로그램 참여를 통합했을 때, 예를 

들어,  CQI 작성을 통해 자기성찰한 내용에 맞는 맞춤형 CTL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강의평점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

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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