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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대학교에서 상대평가로 성적을 부여하는 강의의 강의평가 자료를 대상으로 강좌특성이 강좌별

강좌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강좌별 강좌평가점수는 강좌 수강생의 평균학

년과 남학생비율이 높을수록, 수강인원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의

학년과 성별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제안하고 제안한 사례를 통하여 평가모형의 수행능

력을고찰하였다.

주요용어: 강좌특성, 강좌평가모형, 학생에의한강의평가.

1. 서론

최근 대부분 대학에서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강의평가결과는 강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수의 업적평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강의평가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대

한논란은계속되고있다.

이러한 문제의 기존 연구결과는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가 대체로 타당하다는 견해 (Marsh와 Roche,

1997)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견해 (Neath, 1996) 등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결과 중에 평가자의 특성이

나강좌의특성과관련이있는강의평가의잡음요인으로수강생의수가적을수록, 고학년학생이많을수

록, 우수한 학생이 많을수록, 전공 학생이 많을수록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기타 요인으로는 여

자 교수보다 남자 교수가, 교수가 평가하는 현장에 있으면, 시험 전에 평가받으면, 학점을 잘 줄수록, 필

수과목보다선택과목이, 즐겁게해줄수록평가를잘받을수있다는것이있다 (양미경, 2008). 한편, 대

부분인터넷으로이루어지는강의평가는인터넷조사의익명성훼손에따른영향을주목할필요가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조사의 익명성 훼손이 응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허순영과 장덕준

(2011)에의해연구된바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강의평가의 잡음요인과 관련된 연구결과 중에 류춘호와 이정호 (2003)에 의

하면 남학생 집단의 평가점수의 평균은 여학생 집단의 평가점수의 평균보다 높으나 병역미필 남학생 집

단과 여학생 집단의 평가점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며 각 학년별 평가점수의 평균은 학년이 높

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평가점수와 학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기훈 (2010)은 강의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평가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조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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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은강좌특성을나타내는독립변수들이강의평가에미치는영향을 한꺼번에 조정하기위하여회귀

분석을이용하여강의평가점수의결과를사후조정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에서 실시된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좌특성과 관련

된 잡음요인으로 강좌 수강생의 평균학년 남학생비율 평균성적 그리고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이 잡음요

인들이 강좌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량적인 모형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잡음요인의 효과를

통제할평가모형의제안과제안된평가모형의수행능력을사례분석을통하여고찰하고자한다.

2절에서는 분석 대상 강의평가 자료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평가자 특성별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고

4절에서는 강좌별 강좌평가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강좌특성과 관련된 잡음요인들로 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잡음요인들의 효과를 알아본다. 5절에서는 잡음요인의 효과를 통제할 평가모형을

제안하고제안된평가모형의수행능력을사례분석을통하여고찰한다.

2. 분석대상 자료

본 연구는 2010년 1학기 말에 실시한 A대학교의 강의 평가에서 성적평가를 상대평가로 하는 강좌

(820개강좌)의강의평가에참여한 31,726명의강의평가자료를중심으로분석한다.

평가는 학기말 고사가 실시되기 전인 12월 1일부터 학기말 고사가 종료된 이후인 12월 23일까지 온

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에 사용된 설문의 형식은 평가자들이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에서 1점까지리커트식 5점척도로 9문항을사용하며점수가높을수록긍정적인평가이다.

9 문항의점수를평균한값을개별평가자의평가점수라하고, 강좌수강생들의평가점수를평균한값

을개별강좌의강좌평가점수라고하자.

강의평가 설문의 신뢰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보면 강의평가 설문의 각 문항간 상호 상관은 표

2.1과 같이 각 문항점수사이의 상관계수가 0.80에서 0.88 사이이고 평가 설문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의알파계수가 0.98로서신뢰성은매우양호한편이다.

표 2.1 문항 간 상관계수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문항9

문항1 1.000 .876 .849 .810 .808 .834 .827 .823 .829

문항2 .876 1.000 .877 .840 .828 .836 .846 .859 .858

문항3 .849 .877 1.000 .845 .834 .828 .837 .838 .840

문항4 .810 .840 .845 1.000 .865 .804 .840 .848 .846

문항5 .808 .828 .834 .865 1.000 .815 .871 .853 .830

문항6 .834 .836 .828 .804 .815 1.000 .839 .825 .841

문항7 .827 .846 .837 .840 .871 .839 1.000 .880 .852

문항8 .823 .859 .838 .848 .853 .825 .880 1.000 .881

문항9 .829 .858 .840 .846 .830 .841 .852 .881 1.000

분석 대상이 성적평가를 상대평가로 하는 강좌의 강의평가 자료이므로 개별 평가자의 성적 분포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급별 비율이 상대평가의 비율 범위와 같다. 평가자의 성적 등급에 따른 평가

성향은평가자특성별평가점수분포를논의하는 3절에서알아보기로한다.

아래 표 2.3은 분석 대상 강좌의 수강생으로 강의평가 참여한 31,726명의 학년 및 성별 분포이다. 평

가자의 학년과 성에 따른 평가 성향은 평가자 특성별 평가점수 분포를 논의하는 3절에서 구체적으로 알

아보기로한다.

표 2.4는 평가 대상 강좌의 수강인원 분포이다. 강좌의 수강인원은 강좌평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강좌특성 중에 하나이다. 수강인원이 강좌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강좌의 수강인원

규모별강좌평가점수의분포를그림 2.1에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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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평가자의 성적분포

성적 빈도 %

A+ 5,708 18.0

A0 3,583 11.3

B+ 8,669 27.3

B0 5,765 18.2

C+ 4,327 13.6

C0 1,862 5.9

D+ 467 1.5

D0 376 1.2

F 969 3.1

전체 31,726 100

표 2.3 평가자의 학년 및 성별 분포(단위: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남 6,258 4,433 4,525 3,838 19,054

여 3,996 2,937 3,217 2,522 12,672

전체 10,254 7,370 7,742 6,360 31,726

표 2.4 평가 대상 강좌의 수강인원 분포

수강인원 빈도 %

81명이상 61 7.44

51명 80명 121 14.76

31명 50명 331 40.37

30명 이하 307 37.43

전체 820 100

그림 2.1은미니탭의구간그림을이용하여분석대상강좌를수강인원규모에따라 30명이하, 31명이상

50명 이하, 51명 이상 80명 이하, 81명 이상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강좌평가점수의 분

포를나타낸것이다.

그림 2.1 수강인원규모별 강좌평가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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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자 특성별 평가점수 분포

평가자 특성별 평가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은 학년 및 성별 평가점수의 분포

를 미니탭의 구간그림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가점수의 평균이 높고, 여학생보

다남학생의평가점수의평균이높게나타남을볼수있다.

그림 3.1 학년 및 성별 평가점수 분포

그림 3.2는 성적등급별 평가점수의 분포를 미니탭의 구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성적 등급이 높을

수록평가점수의평균이높은것을볼수있다.

그림 3.2 성적등급별 평가점수 분포

4. 강좌평가점수에 미치는 강좌특성의 영향

3절에서 살펴본 평가자 개인별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자 특성과 관련된 잡음요인으로 볼 수

있는 강좌특성은 강좌 수강생의 평균학년, 남학생비율, 평균성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강좌특성과

수강인원이 강좌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강좌 수강생의 평균학년, 남학생비율, 평균

성적과 수강인원에 대한 강좌평가점수의 분포를 미니탭의 산점도 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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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잡음요인대 강좌평가점수의 산점도

그림 4.1에서 강좌평가점수에 대하여 수강인원은 음의 상관관계, 평균학년과 남학생비율은 양의 상관

관계, 평균성적은상관관계가매우약함을볼수있다. 이와같은강좌특성이강좌평가점수에미치는영

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강좌 수강생의 평균학년, 남학생비율, 평균성적과 수강인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강좌평가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과

표 4.2와같다.

표 4.1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23.760 4 5.940 56.288 .000

잔차 86.006 815 .106

합계 109.766 819

종속변수: 강좌평가점수 (R2= 0.216)

표 4.2 회귀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27 .108 33.431 .000

평균학년 .141 .013 .368 10.896 .000

남학생비율 .196 .049 .126 4.014 .000

수강생평균성적 -.017 .030 -.019 -.560 .576

수강인원 -.003 .000 -.193 -6.022 .000

종속변수: 강좌평가점수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결정계수 R2는 0.216로 강좌평가점수의 변동의 원인 중에 21.6%

정도가모형에서고려하고있는잡음요인에의한부분임을알수있다.

표 4.2에서 강좌특성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수강생평균성적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난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적 등급이 높을수록 평가점수의 평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평균성적이 강좌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분석대상강좌의 성적평

가방식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강좌별 성적 등급 비율이 거의 같다는 데 있다. 수강생 평균성적을 제외

한 평균학년과 남학생비율과 수강인원이 강좌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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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별 표준화 변환을 이용한 강좌평가모형

4절에서 강좌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강좌특성 중에 수강생 평균학년과 남학생비율은 평가자 특성

에기인한잡음요인으로볼수있다. 이와같은사실을고려하여평가자특성별로서로다른평가특성과

수강인원이강좌평가점수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기위하여두단계의표준화변환을제안하고자한다.

단계1에서 전체 평가점수를 학년과 성으로 분류한 각 집단별로 평가점수를 표준화 평가점수로 변환

한 다음 강좌별로 표준화평가점수를 평균한 일차변환강좌평가점수를 구하고, 단계2에서 전체 평가대상

강좌를 수강인원규모별로 나눈 각 집단별로 일차변환강좌평가점수를 표준화하여 표준화강좌평가점수를

구하는두단계표준화변환을제안한다.

A 대학에서는 실제 적용하는 단계1과 단계2의 표준화 변환은 실용적 측면에서 표준편차는 고려하지

않고 집단별 평균을 전체 평균과 같게 되도록 하는 수준으로 하고. 단계2의 집단의 수는 행정적인 고려

와 수강인원 분포를 고려하여 30명 이하, 31명에서 50명, 51명에서 80명, 81명 이상의 4그룹을 사용한

다.

단계1의 평가점수의 표준화를 통하여 강좌특성 중에 평균학년과 남학생비율의 효과를 제거할 수 있

고, 단계2의 일차변환강좌평가점수의 표준화를 통하여 수강인원의 효과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다음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좌특성인 수강인원과 수강생 평균학년 남학생 비율을 독

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를 일차변환강좌평가점수로 하는 회귀모형과 종속변수를 표준화 강좌평가점수

로하는회귀모형을이용하여실시한두번의회귀분석결과이다.

표 5.1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4.223 3 1.408 13.431 .000

잔차 85.512 816 .105

합계 89.734 819

종속변수: 일차변환강좌평가점수 (R2 = 0.047)

표 5.2 회귀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014 .051 78.790 .000

평균학년 .004 .012 .011 .312 .755

남학생비율 .043 .048 .031 .896 .371

수강인원 -.003 .000 -.212 -6.000 .000

종속변수: 일차변환강좌평가점수

표 5.1에서결정계수 R2는 0.047로일차변환강좌평가점수의변동의원인중에 4.7% 정도가모형에서

고려하고 있는 잡음요인에 의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1에서 볼 수 있었던 강좌평가점수의 변

동원인 21.6%에서단계1의표준화를통하여상당부분의잡음요인이제거되었음을볼수있다.

표 5.2에서 강좌특성이 일차변환강좌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평균

학년과 남학생비율이 일차변환강좌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수강인원이 일차변환강좌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5.3에서표준화강좌평가점수를종속변수로하고수강인원과평균학년그리고수강인원을독립변수

로하는회귀모형은더이상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을볼수있다. 이것은단계2의표준화변환을통

하여수강인원의효과가제거되었음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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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 .085 3 .028 .272 .846a

잔차 84.722 816 .104

합계 84.807 819

종속변수: 표준화강좌평가점수 (R2 = 0.001)

6. 결론

학생에의한강의평가에서교수의강의능력이외의잡음요인이평가결과에체계적으로영향을미친다

면평가의타당성은인정받기어려울것이다.

강의평가결과를바탕으로강좌특성과관련된잡음요인들이강좌평가에미치는영향의정도를회귀모

형으로 분석한 결과 강좌 수강생의 평균학년과 남학생비율 그리고 수강인원은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유의하고, 평균성적의경우는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잡음요인의 효과를 통제할 평가모형으로 제안한 두 단계의 집단별 표준화를 통하여 잡음

요인의효과를제거할수있음을볼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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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from ’A’ university where students

are graded by relative performance, we conducted a research on the effect of course

characteristics in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score of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seems to be higher for those classes with more proportion

of male students, higher grades, and smaller class sizes. From these results, we suggest

an evaluation model which can control the effect of grade and sex. Also we illu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evaluation model by using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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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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