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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타당성

과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강의평가 관련논문이 강의평가에 미치는 외생적인 영향을 통제하는

데 주력한 데 반해,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강의평가가 과연 믿을 만한

평가인가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려 하였다. 전주대학교의 강의평가 결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타당성과 신뢰성 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간

편하게 사용되던 신뢰성 측도가 아닌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자세

히소개하고그장점을설명하였다.

주요용어: 강의평가, 신뢰성, 일반화가능도, 타당성.

1. 머리말

우리나라의대부분의대학교에서실시하는강의평가 (students’ evaluation)는평가의목적에따라형

성적 (formative) 평가와 종합적 (summative) 평가로 나눌 수 있다. 형성적 평가는 학기 중에 학생들

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종합적 평가는 교수의 승진, 연

봉산정, 정년보장임면등관리적목적으로주로사용된다 (Crumbley와 Fliedner, 2002). 교수의강의

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견을 들어 다음 강의의 개선자료로 활용하는 교수적 기능이 강의평가 실시의 초

기단계의 목적이었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업적평가, 승진 등에 반영하는 행정적인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강의평가가 교수의 신분과 처우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과거에 비해 강의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대

학교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강의평가의 신뢰성에 관한 논란은 국내에 일부대학에서

강의평가를 도입하던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김영진, 1994), 강의평가 실시가 60년이 넘는 미국에서

도계속되고있다 (Ahmadi 등, 2001).

믿을만한 평가인가라는 질문은 그 평가가 타당성 (validity)과 신뢰성 (reliability)을 확보하고 있는가

에 관한 질문과 일치한다. 고전검사이론 (classical test theory)에 의하면 평가점수는 타당한 점수, 타

당하지않은점수, 오차점수등으로이루어져있다고정의한다. 타당한점수와타당하지않은점수를합

하여 진점수 (true score)라 한다. 전체점수 중에서 진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뢰도에 관련되며 진점

수 중에 타당한 점수 부분이 타당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또한 오차점수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측

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평가점수 중에서 오차점수의 비중이 낮으면 평가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1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khlee@jj.ac.kr



88 Ki Hoon Lee

한다 (성태제, 2002). 즉 강의평가가 믿을만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등이

차례로확보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에서많은학교들이강의평가를실시하고이를교수의업적에반영함에도불구하고강의평가

제도의문제점을인식하고이를개선하려는노력은크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한신일, 2002; 류춘호와

이정호, 2003). 현재까지의 논문은 대부분 자신의 학교자료를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이 강의평가에 영향

을 주는가에 대한 기술적 (descriptive) 분석과 강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

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종태, 2004; 김성연과 권치명, 2005; 조장식 등, 2009; 박노진, 2009; Lee와

Lee, 2006; Baik와 Yang, 2008).

강의평가가 단순히 교수의 개인적인 강의개선의 피드백 자료로 사용되던 과거에 비해 교수의 교육업

적 평가의 자료로 사용되는 빈도가 많아진 현시점에서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교육학 관련 전

공자만이 아닌 교육자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2008년도 2학기 전주대학교의 일부 교양영어과목의 강의평가결과 자료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타당성의 개념과 측정방법, 이에 따른 강의평가의 타당성을 평가 (assess-

ment)하고 3절에서는 신뢰도의 개념과 기존의 측정방법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뢰성 측정방법인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소개하고 강의평가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

고, 5절에서는결론과향후연구과제에관하여언급할것이다.

2. 강의평가의 타당성

타당성은 검사 (test)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accurate) 측정하였는가에 관한 측

도이다. AERA, APA, NCM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

ical Association,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1999)의 Standards for Educa-

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에서는 제안된 검사도구에 의해 얻어진 검사점수의 해석에 증거나 이

론이지지하여주는정도로정의하고있다.

AERA 등 (1999)는 타당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검사내용에 기초한 근거’, ‘반응절차에

기초한 근거’, ‘내부구조에 기초한 근거’,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 ‘검사결과에 기초한 근

거’등이다 (성태제, 2002).

과거에 내용타당도라고 명명되던 ‘검사내용에 기초한 근거’는 계량화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전문

가의 주관에 의한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타당성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전주대학교의 강

의평가 문항 (표 2.1)이 과거 여러 대학의 강의평가 문항과 유사하고 수년간 시행하면서 전문가들의 의

견을적절히반영한점을고려한다면내용타당도에서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반응절차에 기초한 근거’는 피험자의 응답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자의 반응

과 피험자의 수행이 일치하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각 교수들의 경험적 의견으로 휴강이 없는 경우

1번 문항이 높게 평가 (역코딩)되고, 난해한 과목일수록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점 등에서 수행과

반응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계량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내용타당도와더불어이에대한상세한분석을진행하지않겠다.

‘내부구조에 기초한 근거’는 구인 (構因, construct) 타당도 또는 구성타당도라고 불리며 문항과 요인

들 사이의 관계들이 검사점수 해석에 기초하는 구조를 검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이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이다. 표 2.1에 의하면 강의평가 설문지

는 강의를 구성하는 속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분석을 할 경우 2-3개의 요인

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자료에서는 고유값 (eigen value)이 1

이상이 되는 공통요인을 하나밖에 검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성적열람 전에 수강



Study on reliability of students’ evaluation 89

표 2.1 전주대학교 강의평가 문항과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n=640)

문항 설 문 내 용 평균 표준편차

1 교수는 공식 행사 외에 휴강을 몇 번 정도 하였습니까 4.86 .513

2 강의는 강의 계획서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까 4.03 .896

3 교재(학습자료)는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3.86 .977

4 교수는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까 3.89 .923

5 교수는 강의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습니까 3.86 .988

6 강의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수업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3.86 .924

7 교수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습니까 4.00 .928

8 강의의 난이도는 적당하였습니까 3.77 .919

9 성적의 평가기준은 합리적이고 미리 제시되었습니까 3.91 .948

10 강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3.85 .962

과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모든 문항에 동일한 평가점수에 체크하는 불성실한 경우

가 다수 발생하여 변수들 간에 상관계수가 높게 측정되어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

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자료를 제외하고자 표준편차가 0.7 이상인 응답자의 자료만으로 요인분석을 하였

다 (n=184). 여기서 표준편차가 0.7 이상이 되려면 대략적으로 5점 척도에서 3, 4, 5 등의 평가가 균등

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표준편차 0.7 이상이 성실한 답변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지

만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자료를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0.7 이상인 경우에 비로소 여

러개의요인이검출되었기때문에 0.7을기준으로자료를선택하였다. 그결과고유값 1 이상인공통요

인이 3개 검출되었고 이들이 설명하는 총분산의 비율은 60.2%에 달하였다. 다음 표 2.2에 표시되어 있

는 직교회전에 의한 각 요인의 요인적재 추정값을 통해 요인들을 해석하면 첫 번째 요인은 높게 적재된

변수가 성적의 평가기준, 전반적 만족도, 난이도, 교재 등이기 때문에 강의 구성에 관한 요인으로 해석

할수있다. 두번째요인은교수의성실성 (휴강횟수, 강의계획서등)에관련한요인이고, 세번째는강

의내용의 전달, 수업방법, 강의준비, 참여유도 등 교수법에 관련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세

가지 요인은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강의를 구성하는 요인이라 추정할 수 있는 요소들로 이러한 요인분석

의결과를통해강의평가설문내용의구성타당도가높다고평가할수있다.

표 2.2 직교회전 (varimax)에 의한 요인적재 추정값

설 문 내 용
성분의 적재값

1 2 3

9. 성적의 평가기준은 합리적이고 미리 제시되었습니까 .758 .136 -.032

10. 강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724 .110 .142

8. 강의의 난이도는 적당하였습니까 .704 -.068 .307

3. 교재(학습자료)는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24 .339 .345

1. 교수는 공식 행사 외에 휴강을 몇 번 정도 하였습니까 .030 .872 .025

2. 강의는 강의 계획서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까 .171 .852 .127

5. 교수는 강의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습니까 -.018 .178 .805

6. 강의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수업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199 -.133 .690

4. 교수는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까 .260 .472 .575

7. 교수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습니까 .359 .183 .483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는 외적변수와 검사점수의 관계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는 방법이다. 이는 ‘수렴과 판별근거 (convergent and discriminant evidence)’와 ‘검사-준거 관련성

(test-criterion relationship)’, ‘타당도 일반화 (validity generalization)’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태

제, 2002). 여기서는 강의평가의 특성상 ‘검사-준거 타당성’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강의평가에 대

한 준거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과목의 학업성적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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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강의평가가 교수개인의 교수법과 교과특성에 관한 평가인 동시에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이

기 때문에 이는 학생들 개인의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음 표 2.3에 의하면 학생들

의 학업성적과 강의평가점수 (10문항 평균)의 회귀분석 결과, 강의평가가 학업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줌

으로 ‘검사-준거관련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표 2.3 회귀분석에 의한 회귀계수 추정값과 유의성

종속변수: 학업성적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오류 t 유의확률

독립 변수:
(상수) 46.627 4.401 10.594 .000

강의평가 점수 7.731 1.157 6.682 .000

‘검사결과에 기초한 근거’는 결과타당도라 불리며 실시한 검사의 목적과 그 영향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Messick (1998)이 평가점수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결과타당도를 제안하

였고 이를 타당도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Shepard (1997), Linn (1997), Popham

(1997), Mehrens (1997) 등의 논문에 의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강의평가에서 결과 타당도는 주관적

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Linn과 Gronlund (200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강의평가가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목표와 부합하는지, 둘째, 교수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강의에 더 노력하는지, 셋째, 평가가 교수들의 교육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지, 넷째,

평가가 교수들의 창의적 교육방법이나 연구를 격려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 논의를 제외하고자 한

다.

3. 강의평가의 신뢰성

신뢰성은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한다. AERA

등 (1999)는 신뢰도는 피험자들에 동일한 시험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을 때 그 측정의 일관성 (consis-

tency)이라고정의한다.

강의평가의 신뢰성은 대개 평가결과의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과 안정성을 통하여 확인한

다. 여기서 내적 일관성이란 동일한 학생집단이 여러 가지 형식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특정 강의를 평

가했을 때 각 평가도구에서 얻은 결과간의 일치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정성은 동일 교수의

강의를 시기를 달리하여 두 번 이상 평가한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종

승, 1995). 미국의 경우 대체로 학생에 의한 교수강의평가는 내적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비교적만족할만한신뢰도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Kulik와 McKeachie, 1975).

신뢰도를측정하는고전검사이론의방법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첫번째방법으로동일한피

험자에게동일한시험을적당한시간간격을두고반복측정하여두결과의유사성을피어슨상관계수로

측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가점수의 분산을 처리분산과 오차분산으로 나누어 오차분산의 비율이 낮

으면이측정도구는일관성이있으므로신뢰도가높다고평가하는것이다. 그러나첫번째방법은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예. 시험효과, 성숙효과, 적당한 시간간격 결정 문제 등) 때문에 권장되지 않고 두

번째방법이주로사용되어왔다. 이러한측도들은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정의된다.

어떠한교과목에평가자가 n명이고평가항목이 k개일때평가점수의모형을다음과같이가정하자.

xij = µ+ νi + βj + eij = Tij + eij ; i = 1, . . . , n, j = 1, . . . , k,

여기서 νi는 평가자 효과, βj는 문항 효과, Tij는 진점수, eij는 오차항이다. 이때 평가점수의 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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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V ar(xij) = σ2
X = σ2

T + σ2
e = V ar(Tij) + V ar(eij); i = 1, . . . , n, j = 1, . . . , k. (3.1)

고전검사이론에서신뢰도는다음과같이진점수의분산과관찰점수의분산의비로정의된다.

ρ2 =
σ2
T

σ2
X

= 1−
σ2
e

σ2
X

. (3.2)

Spearman (1910)은 자료를 양분 (split-half)하여 이들 간의 상관계수로 신뢰도를 추정하였는데, 이

값은 문항을 어떻게 둘로 나누는가 (예. 홀수번 문항 대 짝수번 문항)에 따라 신뢰도가 달리 계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시험을 두 번에 걸쳐 반복할 필요가 없이 한번 실험만으로도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그 후로 Kuder와 Richardson (1937)은 자료를 양분하는 방법에 무관하게 신뢰

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분문항을 위한 KR-20 (Kuder-Richardson Formula 20), 연속형

문항점수를 위한 KR-21 등이다. 그리고 Cronbach (1951)가 0-1 문항이 아닌 일반적인 연속형 측도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 계수 α를 제안하였는데, 이 값은 자료를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로 둘로 나누

어 상관계수를 구하고 이를 평균한 값과 일치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KR-20의 일반형이라 할 수 있다.

크론바하알파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α =
k

k − 1

(
1−

∑k
j=1 σ

2
j

σ2
X

)
,

여기서 σ2
j (j = 1, . . . , k)는 j번째문항의분산이다.

신뢰도 계수로서 크론바하 알파처럼 많이 사용되면서 그 장단점이 다른 연구자에 의해 빈번히 언급

된 통계량도 드물 것이다. Cronbach (2004)의 회상에 의하면 조사의 신뢰도를 언급해야하는 논문에서

2003 년까지 최소한 5,590번 인용되었고 2000년대에도 연평균 약 325번의 사회과학인용빈도 (social

science citation)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크론바하 본인은 계속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개선되리라 예

상하고자신의통계량을 α라명명했지만그뒤로 β, γ 등의영향력있는새로운계수가출현하지는못하

였다 (Cronbach, 2004). 크론바하 알파가 그 간결성과 우수한 특성 때문에 신뢰도 계수로 가장 많이 사

용되고는 있지만 신뢰도의 과소추정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가 신뢰도의 하한과 동일하다는 증명 (Novick와 Lewis, 1967; 이기훈, 2008)을 재인용하여 알파의

특성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신뢰도를 구성하는 식 (3.1)의 진점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σ2
T =

k∑
j

V ar(Tij) +

k∑
j ̸=

k∑
j′

Cov(Tij , Tij′).

여기서, Tij(i = 1, . . . , n)는 i번째평가자의 j번째항목평가의진점수이다.

이때,
∑k

j=1 V ar(Tj) ≥
∑∑k

j ̸=j′ Cov(Tij , Tij′)/(k − 1) 이므로진점수분산의하한은다음과같다.

σ2
T =

k∑
j

V ar(Tj) +

k∑
j ̸=

k∑
j′

Cov(Tij , Tij′) ≥
k

(k − 1)

k∑
j ̸=

k∑
j′

Cov(Tij , Tij′).

Cov(Tij , Tij′) = Cov(Xij , Xij′)를이용하여신뢰도공식 (3.2)가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ρ2 =
σ2
T

σ2
X

≥
k

(k − 1)

∑∑
j ̸=j′ Cov(Tij , Tij′)

σ2
X

=
k

(k − 1)

∑∑
j ̸=j′ Cov(Xij , Xij′)

σ2
X

= α. (3.3)



92 Ki Hoon Lee

이때등호는 Cov(Tij , Tij′) = V ar(Tij), V ar(Tij) = V ar(Tij′) (모든 j, j′ )일때성립하므로모든문

항이 동질한 경우에만 크론바하 알파가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α는 신뢰도를 과소

추정한다고할수있다.

본 논문의 자료에서 크론바하 알파를 구하면 0.938이다. 그런데 식 (3.3)에서 크론바하 알파가 신뢰

도의하한이므로강의평가문항의신뢰도가 0.938 이상이라고추정할수없다. 식 (3.3)을증명하기위해

서 여기에서는 Cov(Tij , Tij′) = Cov(Xij , Xij′)을 가정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평가

중에서불성실한답변즉동일한점수로모든문항을체크하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다. 그러므로다

음과같은식에서오차항의공분산이 0이라고단정할수없다.

Cov(Xij , Xij′) = Cov(Tij , Tij′) + Cov(eij , eij′).

즉, j ̸= j′에대해서 Cov(eij , eij′) > 0인항이존재하므로 Cov(Tij , Tij′) = Cov(Xij , Xij′)이성립하

지 않고
∑∑

Cov(Xij , Xij′) >
∑∑

Cov(Tij , Tij′)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식 (3.3)의 신뢰도 하

한은다음과같은관계를가진다.

Min(ρ2) =
k

(k − 1)

∑∑
j ̸=j′ Cov(Tij , Tij′)

σ2
X

≤
k

(k − 1)

∑∑
j ̸=j′ Cov(Xij , Xij′)

σ2
X

= α. (3.4)

식 (3.3)에서는크론바하알파가신뢰도를과소평가함을증명한데반하여식 (3.4)에서는알파가신뢰

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응답시간이 부족하여 불성실

한 답변으로 앞서의 답변과 동일한 형태로 응답할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측정

할 때 크론바하 알파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분석자료에서도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응답

이라고 판단되는 표준편차가 0.7 이상인 응답케이스만을 뽑아 크론바하 알파를 구한 결과 0.877로 0.06

정도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크론바하 알파는 문항의 내적일관성에 관한 측도이고 안정성에 관한 측도가 되지 못한다. 강의

평가를 활용할 때는 각 문항의 점수가 아닌 10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자 간에 차이

를보는안정성의평가가필요하다고할수있고이는다음 4절에서분석하기로한다.

4. 일반화가능도 이론에 의한 신뢰성 검정

Cronbach 등 (1963)이 제안한 일반화가능도 (generalizability) 이론은 평가점수의 분산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분산분석 (ANOVA)에 의해

요소별 분산을 검출하고 각 분산성분 (variance component)을 추정하고 분산의 비율로 신뢰도를 추정

하는일반화가능도분석은근래들어크론바하신뢰도계수보다신뢰성을파악하는데더우수한방법으

로인식되고있다 (Shavelson과 Webb, 1991; Cronbach, 2004).

그러나 이는 아직 평가이론을 실제로 사용하는 심리학, 교육학 실험자에게는 수학적으로 어려운 내

용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경험적 심리실험분야에서 고전검사이론, 문항반응

이론 (item response theory), 일반화가능도 이론 등이 측정점수 평가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

들은 뒤에 두 가지 이론을 추천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헌에서 고전검사 이론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유는 아직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편리하게 구현해주는 통계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Mushquash와 O’Connor, 2006).

고전검사이론은 신뢰성을 측정하는 각양의 방법 (검사-재검사법, 내적일관성, 평가자간 일치성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측정오차의 원인을 한 가지 (시기, 문항, 검사자 등)로 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다양한 방법을 종합하는 방법도 개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각 원인의 중요도, 상호작용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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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을 어떻게 결합하여야 최적의 믿을 만한 검사법을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없다

(Webb 등, 1988). 일반화가능도 이론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관측된 점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 요인에 따른 오차분산을 추정하여 각 요인의 오

차비중을평가하게해준다. 이는또한평가자, 문항수, 평가횟수등을변화시켜신뢰성을얼마나변화시

킬수있는가에대한지침도주게된다.

일반화가능도이론에서 p번째피험자가 t번째시기 (occasion)에 r번째평가자 (rater)에게받은평가

점수의모형을다음과같이정의한다 (Brennan, 2001).

Xptr = µ+ νp + νt + νr + νpt + νpr + νtr + νptr, t = 1, . . . , nt; r = 1, . . . , nr. (4.1)

여기서 µ는 모집단 (population)과 전집 (universe)에서 나온 전체 평균이고, ν는 각 변인들의 효과

라할수있다.

일반화가능도 이론에서 개별적인 평가점수는 단지 무한한 모집단과 가능한 측정의 여러 전집에서 나

온 표본 (sample)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p번째 피험자를 nr명의 평가자가 nr번 반복하여 평가점수

를 부여하였다면 무한한 피험자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얻은 것이고 평가자와 평가시기는 수많은 가

능한 평가자에서 선택된 평가자와 가능한 여러 평가시기 중에서 선택된 특정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

집에서뽑은표본으로표현되는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평가점수는 개인의 진점수 (true score)의 추정값이고 용인된 관측값의 전집 (uni-

verse of admissible observation)의 부분이다. 일반화가능도 이론에서는 문항, 평가자, 평가시기 등을

국면 (facet)이라 하는데 통계학의 요인 (factor)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무한히 수준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측정의 개체는 주로 피험자이며 이들의 개인적 차이는 분명한 사실이고 실험자는 이런 차

이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개체간의 차이는 오차의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식 (4.1)의 모형은

오차에 영향을 주는 국면이 평가자와 평가시기이기 때문에 2국면 설계 (two-facet design) 모형이라 정

의한다. 일반적으로 측정의 대상, 즉 학교, 기업, 집단 등은 국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각 피험자에게

수차례 국면의 수준에서 측정한 값의 평균은 개인의 진점수 (또는 전집점수)의 추정값인데 모든 오차는

국면에 의해 생기는 것이므로 분산성분 (variance components)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식 (4.1)의피험자평가점수의분산성분은다음과같다.

σ2(Xptr) = σ2
p + σ2

t + σ2
r + σ2

pt + σ2
pr + σ2

tr + σ2
ptr. (4.2)

일반적인 분산분석에 의해 각 요인, 국면에 대한 평균제곱합 (mean squares)을 구하고 평균제곱합

(expected mean squares)의 기댓값 공식을 이용하여 각 분산성분의 추정값을 구할 수 있다. 실제 자료

에서 분산성분을 추정하는 연구를 일반화가능도 연구, 즉 G 연구 (G study)라 하며 이러한 결과는 국

면에 변화가 있을 때 각 오차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최적의 실험설계를 결정하는 D 연구

(decision study)에 활용된다 (Cronbach 등, 1972). D 연구를 위하여 식 (4.1)의 피험자 평가점수를 각

국면에대한기댓값으로다음과같이바꾸어표현하도록한다.

XpTR = µ+ νp + νT + νR + νpT + νpR + νTR + νpTR. (4.3)

그리고각분산성분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σ2(XpTR) = σ2
p + σ2

T + σ2
R + σ2

pT + σ2
pR + σ2

TR + σ2
pTR.

이때 각 분산성분의 추정값은 식 (4.2)의 각 성분의 분산 추정값을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즉, σ̂2
T =

σ̂2
t /nt , σ̂2

R = σ̂2
r/nr , σ̂2

pT = σ̂2
pt/nt , σ̂2

pR = σ̂2
pr/nr, σ̂

2
TR = σ̂2

tr/ntnr, σ̂
2
pTR = σ̂2

ptr/nt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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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를위하여사용할일반화가능도계수 (G 계수)는전집점수분산을관측점수분산으로나눈것이

다. G 계수가 크면 실험자는 관측점수를 연구국면에 일반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일반화가능도 이론이

라 명명한 것이다. G 계수는 상대 G 계수와 절대 G 계수로 분류할 수 있다. 상대 G 계수는 원자료의

가능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측정개체의 국면의 변화에 따른 정도만을 반영하고 있어 고전 검사

이론의 신뢰성 계수와 유사하여 일반적으로 이 값을 일반화가능도 계수 (generalizability coefficient)라

부른다. 절대 G 계수는 좀 더 엄격하게 원자료의 가능한 변화까지 반영한 것으로 운전면허시험, 정신병

진단평가의 결과처럼 피험자에게 의미가 중대할 때는 절대 G 계수를 사용한다. 절대 G 계수는 파이계

수또는의존계수지수 (index of dependability coefficients)라부르기도한다. 상대 G계수의분모에는

피험자에게 해당하는 분산성분만 포함하고 절대 G 계수에서는 모든 분산성분이 포함된다. 국면이 모두

변량국면 (random facet)일때식 (4.3) 점수의 G 계수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일반화가능도계수 (상대 G 계수): Eρ2 =
σ2
p

σ2
p + σ2(δ)

,

의존계수지수 (절대 G 계수): Φ =
σ2
p

σ2
p + σ2(∆)

,

여기서, σ2(δ) = σ2
pT + σ2

pR + σ2
pTR , σ2(∆) = σ2

T + σ2
R + σ2

pT + σ2
pR + σ2

TR + σ2
pTR .

앞서 설명한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전주대학교 영어교양교과목 강의평가 자료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자료는 8명의영어교수가동일한교과목의분반인 4반을담당하고각반의수강생이 20명이기때문에총

640명의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즉 평가시기 (t)국면이 nt = 4 , 평가자 (r)국면이 nr = 20인 2국면

설계모형인데이들이서로교차 (crossed)되어있지않고피험자 (강의교수)아래교과목 (t : p), 교과목

아래 평가자 (r : t)들이 지분 (nested)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가점수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Xptr = µ+ νp + νt:p + νr:t:p, t = 1, . . . , 4; r = 1, . . . , 20. (4.4)

이들 자료를 분산분석하면 다음 표 4.1과 같은 분산분석표를 얻을 수 있다. 교수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분산의 추정값이 0.0084 (=(1.224-0.555)/80)이고, 동일한 교수의 분반 차이에서 생기는 분

산은 0.0017 (=(0.555-0.521)/20)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교수가 시간을 달리하여 강의하였을

때 발생하는 분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평가가 안정적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자간에 분산

이 0.521로 상대적으로 큰 값이고, 이를 피험자간의 분산과 절대적 비교를 위해 표준화한 값도 0.0065

(=0.521/80)로학생들의평가의편차가상당함을짐작할수있다.

표 4.1 강의평가 점수의 분산분석표

df SS MS EMS σ̂2 비율

p 7.000 8.568 1.224 σ2
r:t:p + nrσ

2
t:p + nrntσ

2
p .0084 .016

t:p 24.000 13.322 .555 σ2
r:t:p + nrσ

2
t:p .0017 .003

r:t:p 608.000 316.525 .521 σ2
r:t:p .521 .981

D 연구를위하여 G 계수를다음과같이추정한다. 평가점수의모형이식 (4.4)이고모든분산성분에

p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σ2(δ) 와 σ2(∆)의 추정값은 동일 (0.0069)하고 따라서 절대 G 계수와 상대 G

계수의값도동일하다.

Eρ2 = Φ =
0.0084

0.0084 + 0.0017/4 + 0.521/80
=

0.0084

0.0084 + 0.0069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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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가능도계수의값이얼마이상이어야신뢰도가높다고할수있는가에대한기준은존재하지않

지만 0.6 이상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Brennan, 2001).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자료에서

일반화가능도 계수가 국면을 조정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표 4.2에 표시하였다. 교과목 (평가시

기) 국면 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평가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하면 현재의 분반수 (nt = 4)에서 평가자의 수를 30명으로 늘린다면 0.6 이상의 일반화가능도 계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주대학교는 수강생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강의평가

결과를 업적평가에 적용하는데 이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겠다. 각 국면의 변화

에따른계수값의변화는그림 4.1에도시되어있다.

표 4.2 국면의 변화에 따른 일반화가능도 계수

nr nt = 2 nt = 4 nt = 6 nt = 8

10 0.237 0.383 0.483 0.554

20 0.376 0.546 0.644 0.707

30 0.467 0.637 0.724 0.778

40 0.532 0.694 0.773 0.819

그림 4.1 일반화가능도 계수 변화
그림 4.1 일반화가능도 계수 변화

5. 결론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대학 내부적으로는 강의평가의

적절함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학문적인 접근이나 논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몇 안

되는 강의평가 관련 논문들의 대부분이 강의평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형식, 즉, 외생변수의 통제, 공평

함을 위한 보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최근 들어 강의평가가 대학교원의 업적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강의평가를 정교화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는 문제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 강의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의 평가를 믿을 수 있는가에 관한 학생들의 자질문제 뿐만

아니라, 성실성, 진실성, 일관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이루어지

지않는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전주대학교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의평가의 타당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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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고신뢰도도어느정도만족할만한수준임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동일한강의를평가하는학

생들의 개인 차이에 의한 오차가 크기 때문에 강의평가가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평가인원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즉, 행정적 기능을 위한 강의평가 활용은 수강생이 적정 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야 함을 의미한

다.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자료는 동일한 교과목에 수강생이 동일하

게 20명인 반으로 제한하였으나 각 반의 수강생 수가 다르더라도 각 분산 성분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목을 다양화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 향후 여러 교과목

을 포함하여 교수와 과목, 수강생들이 일부 교차하는 지분법 모형으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 자료

를이용하여신뢰성을평가하는방법의연구가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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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deals the method to asses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tudents’ eval-

uation for lectures. Most papers for student’s evaluation have focused the procedures

for controlling the external effects, but this paper is trying to answer for ”How reliable

is the student rating?” An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evaluations in Jeonju Uni-

versity have the fair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generalizability theory is suggested

to obtain the more comprehensive results rather than Cronbach’s alpha to examine

internal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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