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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업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해 A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과목 CQI양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A대학

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아래에 수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CQI양식을 개선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CQI양식을 제안하였고 외부 전문가검증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QI양식 개발시 수업의 계획, 운영, 결과, 피드백 등 수업의 전 과정을 평가 및 환류 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지난학기-당해학기-다음학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종합분석 및 개선 계획을 작

성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수업의 개선 및 환류의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셋째, CQI작성시 수업계획서, 강의평가 결과를 

연동하여 교수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넷째, 교수자에게 객관적인 결과(평가도구별 성취도 결과, 강의평가 결과)를 제공

하여 이를 토대로 충분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교과목 CQI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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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iculum CQI forms implemented at A university fo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instruction. Under the reorganiz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University A has improved the CQI form so that the planning, process and outcomes of 

class can be managed systematically. This study proposes a CQI form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has undergone a revision process through external expert verific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developing the CQI form, the questions were composed to evaluate and reflux the 

entire course of the class, including the planning, operation, results, and feedback of the class. Second, 

it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such as last semester, current semester, and next semester to prepare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so that the effect of continuous class improvement 

and reflux can be obtained. Third, integrating the lesson plans and lecture evaluation results in the 

preparation of CQI increased the convenience of instructors. Fourth, the objective results (achievement 

results for each evaluation tool, lecture evaluation results) were provided to the instructor so that they 

could sufficiently reflect on th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future 

CQI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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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 키우기’ 교육시스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1].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역량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일

환으로 교수·학습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CQI양

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는 미국의 

공학교육인증 체제 아래 John Estell 교수가 처음 시작

한 것으로 보고된다[2]. 공학교육인증제도에서는 ‘순환적 

자율개선 구조’를 의미했으나 교과과정에서는 학생의 학

습 개선을 위해 교수자의 관찰, 고민, 분석, 평가 등을 보

고서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3]. 현재는 교수·학

습법의 질 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CQI양식 연구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4].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CQI양식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여 단순히 의미 없는 행정적인 절차로 받아

들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양식으로 CQI를 올바르게 활

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다[4-6].

또한, 역량기반교육과정에서의 CQI양식 개발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5,6]. 이러한 연구들은 

CQI양식 개발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조

하였다. 이에 따라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의 CQI의미와 

활용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CQI양식 구

성요소 도출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있어

서 A대학교 교과목 CQI양식 개선이 목적이다. 이를 위

해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타 대학 CQI분석, 기존 CQI분

석, 개발된 CQI를 전문가 검증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이다. 교육에서의 사례연구는 제한된 현상(프로그램, 과정, 

제도)에 집중하여 그 예시를 살피는 좋은 기회이며 특정한 

영역의 맥락화된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7,8]. 

본 연구의 결과는 역량기반교육과정에서 대학의 교육

의 질 관리를 위해 CQI 개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 주요 항목, 타 대학 사례, 운영방법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역량기반 교육과정

역량은 지식, 기술, 능력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

어진다. 지식과 기술이 직무역량을 뜻하고 능력이 핵심역

량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량은 직무역량과 핵심역량을 모

두 포괄하는 것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9].

역량기반학습이란 학교 수업과 과외활동 등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의 종류와 수준을 미리 정해서 이러

한 활동을 마친 후 각 역량별 숙련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10].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대안적인 

개념이다.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를 일반 능력으로 설정하

여 지식이나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삶에 

필요한 능력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이다[9]. 즉, 내용적

인 이해보다는 교과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대학교육이 역량기반교육과정으로 개편됨에 따라 수

업을 계획할 때 역량에 기초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을 운영할 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을 평가할 때에는 역량의 향상도나 달성도를 평가한

다. 이에 따라 수업의 전 과정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CQI양식의 수정이 필요하다. 

2.2 CQI양식의 개념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는 의료분

야의 질 향상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산업분야에서

는 각 단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1].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대학의 공학교육인증체제의 FCAR(Faculty 

Course Assessment Report)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2]. 

이 보고서를 국내 대학에서는 CQI라고 부르게 되었다. 

2015년 이후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며 대학

에서 자체적으로 CQI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11]. 현재는 공학교육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분야에서 모든 교수가 의무적으로 CQI를 작성하는 

추세이다[3].

정리하자면, CQI는 다양한 분야에서 질 관리를 목적

으로 시작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의 공학교육인증

을 위한 FCAR보고서 작성에서 시초가 되었으며 국내에

서는 CQI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문분야에서 작성되고 있

다. CQI는 교과목차원, 학과차원, 대학차원으로 나누어 

작성되기도 하고 학교별로 모두 다른 형식을 지니고 있

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다루는 항목들은 교육과정, 교수-



수업의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CQI양식 연구 117

학습활동, 교육목표 달성 등에 대한 교육평가에 근간을 

두었다[12]. 

CQI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는 첫째, 교수자

의 반성적 성찰을 돕는 질문을 제시해야 하고 둘째,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3].

CQI작성의 목적은 교수·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이루는 것이다[3]. 교수자는 학생의 학습을 개선하기 위

해 스스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생각하

고 평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CQI작성의 기대효과는 교수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

화를 가져오고[14], 강의평가, 수업컨설팅 결과와 함께 

제공된다면 교수자의 교육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다[15]. 이를 통해 강의평가 점수가 향상되고 교수자의 

수업능력이 향상되며 교과목의 질을 높이는 전략에 도움

이 된다[12]. 즉, CQI작성을 통해 교수자가 본인의 수업을 

돌아볼 수 있으며 교수자의 수업능력 향상, 학생들의 학습

성과 향상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QI양식에 대한 문헌연구, A대학 및 타대

학 CQI양식 분석을 통한 사례연구,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

쳐 A대학교에 적합한 CQI양식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3.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10월에 실시되었고, 문헌연구와 타

대학 사례분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CQI의 개념, 의미, 구성요소, CQI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하였고 타 대학 사례

분석은 국내사례의 경우 CQI로, 국외사례의 경우 FCAR

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추가적으로 대학을 대상

으로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한 후 전화와 메일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존 CQI양식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서는 A대학교 교수자 1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인터뷰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였고, ‘CQI양식을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QI양식에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CQI양식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CQI양식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십니까?’ 로 구성되었

다. 모든 내용은 녹취하여 분석하였다. 

CQI양식은 강정찬, 이은화[4]의 모델을 기초로 설계

하였고, 수업의 전 과정(계획, 실행, 평가, 개선계획)을 포

함하여 구성하였다. 전문가검증은 외부교원(교육학 전공

자 2명)을 통해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의 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CQI모델

교육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CQI양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학문

분야나 기업체에서도 적용되는 모델 및 연구들에서 제안

한 CQI모델[4]은 다음과 같다. 

division
process

And

Procedural elements

Principle of execution
And

Guideline

Iwoa Stat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del[16]

· Team composition
· Clear goal regulation (learning 

outcome regulation)
· Understanding the needs of 

the target person (the 
person receiving the service)

Setting target measurement 
method (success)

· Find potential change 
strategies for improvement

· Data collection plan, 
collection, and utilization to 

facilitate effective 
decision-making 

· Applying scientific evaluation 
methods to evaluate and 

correct changes

CQI model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al 
situation, specificity and 
purpose of use

Six Sigma 
model

·Defining the process and 
results for improvement
Measure performance.

·Analyzing measured results. 
·Improvement (using analysis 
results to implement solutions 
to process change)

·Continuous monitoring and 
improvement management

·Eliminate and minimize 
mistakes that occur 
during work or sales 
processes

·Efficiency with 
quantitative approach
Stability by emphasizing 
process and results

·Quality improvement of 
quality and cost 
effectiveness

Lean model

·Define and state values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Each detailed step to provide 
services to clients

·Evaluate while running in the 
workflow
·Remove waste activities to 
create new value and 

complete the workflow 
process

·Minimize unnecessary 
effort and waste in the 
work process
·Minimize inventory and 

overproduction of output
·Minimize inventory and 
overproduction of output
·Simplification of complex 

elements in the 
performance process
·Integration of 
organization and practice 

with emphasis on 
mutually independent 
elements
·Find existing solutions

·Standardization of work 
process

Table 1. CQI model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118

ISU모델은 CQI를 7단계로 구성한다(팀 구성, 분명한 

목표규정, 대상자의 요구 이해, 목표달성 측정방법 설정, 

향상을 위한 잠재적 변화 전략 찾기, 효과적인 의사결정 

촉진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계획,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수

정을 위한 과학적 평가방법 적용). 조직의 상황과 활용목

적을 고려하여 과정 및 절차를 수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 Six sigma는 경영분야에서 작업 중 실수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모델이라 불린다. 5

단계로 구성되며 과정과 결과 규정, 수행 측정, 결과 분

석, 향상,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이루어진다. 이 모델

은 효과성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Lean모델이다. 5단계로 구성되며 소비자

관점에서 가치 진술,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세부 단계 그리기, 작업과정 향상시키기, 실행하면서 평

가하기, 과정 완성하기이다. 이 모델은 과정에 대한 부분

을 강조하고 작업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단순화

시키려고 하였으며 작업과정의 표준화 등을 이야기 한다. 

네 번째로 PDSA(Plan-Do-Study-Act)이며 미국의 

건강관리향상학회에서 적용되어 효과를 증명하였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활동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질문은 첫째, 성취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

엇인가? 둘째, 변화가 향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셋째, 

향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는가? 이다. 

이 질문을 통해 변화전략에 대해 실행과 평가를 반복하여 

최종 변화전략을 전파하는 단계를 거친다.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강정찬, 이은화[4]의 모델이다. 이 모델

은 목표설정, 평가방법 및 도구설정, 교육실행 과정 및 결

과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 분석, 결과를 통한 지속적 개선 

및 실행을 이야기 한다. CQI 실행시 반복적인 실행을 강

조한다. 반복적인 평가와 실행을 위해 타당한 평가방법 

및 도구 선정을 요구하고 양적· 질적 평가방법의 통합적 

활용을 이야기 하였다. 

이외에도 강원대 모델은 CQI를 계획, 실행, 평가, 향

상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수업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계별로 분리하여 충분한 성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박동국, 김철신[3]은 학습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전

연도 수업의 개선계획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당해연도에 대한 부

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주현[17]의 연구에서는 학습성과 달성도를 분석하

였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강의평가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다음학기 개선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김영락 외[19]의 연구에서는 사전 자가진단평가 및 분

석, 사후 자가진단, 교과목 외부평가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대교협 연수 교재[20]에서는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측

정하고 이에 따라 개선사항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CQI모델들을 살펴보니 이전학기, 

현재학기, 다음 학기로 나누어 제안한 연구들, 강의평가 

결과들을 포함하는 항목들, 학습 성과별 달성도를 분석하

는 항목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성찰하는 부분, 지속적으

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 다양한 관

점에서 교과목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교육목표의 달성도 

측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2 CQI양식의 타 대학 사례

CQI양식의 타 대학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총 21개 대

학(국내 15개 대학, 국외 6개 대학)을 조사하였다. 

4.2.1 CQI양식 항목 

21개 대학의 CQI보고서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업의 계획부분, 실행부분, 성과부분으로 나누어서 수업

의 전 과정이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중 몇몇 대

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대의 경우 핵심역량과 전공역량에 대한 표시가 있

었고, 전년도 교과목 개선 요구사항(수업방법, 과제제시 

및 피드백, 평가내용 및 방법, 강의평가 의견 등)이 존재

하였다. 당해학기의 결과에 대해 성찰 하는 부분은 존재

하지 않았다. 

강원대의 경우 4가지(교과목개요, 수업방법 및 성적평

가 결과분석, 수업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수업에 대한 전

PDSA model

·Team organization and goal 
setting

·Determining the evaluation 
method
·Iterative PDSA of change 
strategy

-Plan
-Execute (Do)
-Study
-Act

·Disseminating the final 
change strategy

·Three questions 
(reflection) for selecting a 

change strategy
·Repeated execution of 
PDSA

Kang & 
Lee[4]model

·Set goals (learning outcomes)
·Evaluation method and tool 
setting 

·Evaluation of training (class) 
execution process and results
·Analysis of evaluation results
·Continuous improvement and 

execu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termediate repetitive 
execution with different 
levels

·Utilization of reliable and 
valid evaluation methods 
and tools
·Analysis of qual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and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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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개선사항)로 구분되어 있었다. 수업방법이 적절한

지, 수업평가 결과를 강좌별, 학과별, 단과대학별, 대학전

체 평균점수로 기입하게 하였고 지난학기에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을 기술하고 이번학기에 반영 결과를 기술하도

록 하였다.

금오공대의 경우 직전학기 개선계획, 개선계획 반영내

역, 당해학기 분석결과, 다음학기 개선계획으로 나뉘었으나 

교육과 교육외 이렇게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동의대의 경우 교과목 성적분포를 그래프 형태로 제시

하였고, 강의평가의 결과를 문항과 평균점수로 제시하였으

며 전년도 개선 요구사항, 반영결과, 차년도 개선 요구사항, 

강의평가 결과에 대해 자기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과학기술대의 경우 각각의 학습성과별 분석 및 평

가, 개선 필요사항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영남이공대의 경우 매우 구체적으로 CQI양식이 작성

되었고 하나의 역량별 학습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각각의 학습성과와 관련된 문제 또는 설문의 결과를 분

석하고 전년도 개선 요구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연도 강의에 반영할 사항을 적도록 하였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 결과, 교수 

자신의 강의평가를 적도록 하였고 학습성과를 수행준거

에 따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분석하고 평가 항목 각각

에 따른 개선내용 및 방안을 적도록 하였다. 평가와 성과

항목, 평가방법을 하나의 열에 놓고 살펴볼 수 있으며 평

가항목 각각에 따라 개선내용 및 방안을 적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청주대의 경우 강의평가 결과(강의 진행 평가, 역량평

가, 학생의 수업참여평가)가 평균점수로 제시되었고, 평

가 결과를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의 개선 계획

으로 강의평가 결과(강의진행평가, 역량평가, 학생의 수

업참여, 의견수렴)에 따라 교과목 개선계획을 적을 수 있

도록 하였다. 항목이 구조적으로 보였지만 이러한 항목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강의평가문항의 타당도가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제대학교의 경우 강의평가의 객관식 문항의 평

균점수와 주관식 문항의 결과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성과 평가결과는 상, 중, 하로 표기되고 달성목

표도 기입되었다. 직전학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항

목은 없었다. 

단국대학교는 교과목 목표 기술, 역량평가 결과를 학

생수와 백분율로 표시, 교과목 목표의 핚생 만족도 기술

(강의개선 설문조사 결과 기술), 평가결과 요약, 교과목의 

개선계획, 교과과정의 개선 및 지원 요청사항으로 구분되

었다. 양식이 구체적이기 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퓨에르토리코대학(University of Puerto Rico)의 경

우 각각의 학습목표와 학습성과, 평가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성적분포를 보여주었으며 교과목개요, 

학습자의 주관식 피드백, 성찰, 개선점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코스탈카롤리나대학교(Coastal carolina university)

의 경우 성적분포를 보여주고 학습목표를 기술하고, 학습

성과를 기술하고 평가방법과 학습목표를 연결하여 평가 

방법별로 학습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하였는지를 수치로 

보여주었다. 각각의 평가방법별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목개요, 학생의 주관식 피드백, 성

찰, 개선점으로 구성되었다. 

오하이오노던대학교(Ohio northern university)의 

경우 교과목소개, 성적분포, 학습성과, 의사소통방법, 학

생 피드백, 성찰, 개선점으로 구성되었다.

UTM의 경우 각각의 학습성과와 달성도를 퍼센트(%)

로 보여주었으며 성취결과에 대한 의견을 적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학습목표와 달성도도 퍼센트(%)로 보여

주었으며 성취결과에 대한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

다. 학생들의 피드백 결과도 수치로 보여주었으며 교수, 

전달, 평가, 학생간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점수를 보여주

었다. 성찰은 수업내용, 학생학습시간, 수업방법, 평가, 

학생성취도, 액션플랜,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항목별로 

성찰할 수 있게 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의 경우 평가계획, 평가결과(그래프와 표로 제시), 지난년

도 성과 결과, 앞으로의 개선점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4.2.2 CQI양식 항목별 구성요소 빈도

21개 대학의 항목별 구성요소 빈도를 살펴보면 교과

목개요, 수업에 대한 전반적이 개선사항, 프로그램 학습

성과, 성적평가 결과분석 항목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학

생만족도, 선수강 안내, 학습성과와 졸업생역량과의 연관성, 

학습성과별 수업운영 내역 부분은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Category
Frequency

(%)

Course Outline (Lecture Outline, Course Information) 21/(100)

General improvements to the class 17/(80.9)

Program Learning Outcomes (Capabilities) 14/(66.6)

Table 2. CQI Form Component Frequency by Item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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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존의 A대학교 CQI양식

기존의 A대학교 CQI양식은 교과목 안내, 강의노트(수

업의 난이도, 수업목표와 내용의 개선점, 교육방법 및 평

가방법 효과성 및 개선점)로 구성되었다. CQI양식은 다

음과 같다.

4.4 기존 CQI양식의 문제점 

기존 CQI양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QI양

식이 수업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지 않아 수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성찰이 이루어지기 어

렵다. 둘째, 지난학기, 작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환류여부 확

인이 어렵다. 셋째, CQI양식을 통해서 수업의 평가부분, 

수업방법, 수업의 결과 부분, 강의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를 찾을 수 없다. 넷째, 기존의 CQI양식은 역량기반교육

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각각의 문항

이 수업목표와 내용에 대한 개선점, 교육방법 및 평가방

법에 대한 개섬점과 같이 문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작성의 어려움이 있다. 

4.5 교수자 인터뷰 분석 결과

인터뷰에 참여한 13명의 교수의 성별은 남자 3명, 여

자 10명이었고 평균연령은 48세이고 A대학 근무 연수는 

평균 7년이었으며 전공은 인문, 사회, 자연, 공학계열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터뷰문항은 4문항이며 1번 문항은 ‘CQI양식을 작

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문항은 ‘CQI양식에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3번 문항은 ‘새로운 CQI양

식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번 문항

은 기타의견으로 구성되었다. 

Analysis of results of grade evaluation (grade distribution) 13/61.9)

Learning Objectives 11/(52.3)

Analysis of teaching method results 7/(33.3)

Evaluation contents and evaluation method 7/(33.3)

Lecture evaluation result analysis 7/(33.3)

Result of improvement in requirements of the previous year 7/(33.3)

Reflection 6/(28.5)

Student feedback 4/(19)

Lesson plan summary 2/(9.5)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outcomes and graduate 
competencies

2/(9.5)

Prerequisites 1/(4.7)

Class operation breakdown by learning outcomes 1/(4.7)

Student Satisfaction according to Course Objectives 1/(4.7)

▣ Course Information

Course Title Subject Code Name

Unit of 

completion 
(credit / hour)

Classification
Assessment 

Methods

▣ Lecture Notes
▣ 1-1. The goals and content of this class were appropriate to the 

students' level.
○ Not at all ○ No ○ Normal ○ Yes ○ Very yes

▣ 1-2. For the next class, please describe what you want to improve 

in the class goals and contents.

▣ 2-1. The teaching methods and evaluation methods used in this 

class were effective in achieving the goals of the class.
○ Not at all ○ No ○ Normal ○ Yes ○ Very yes

▣ 2-2. For the next class, please describe the part you would like 

to improve in terms of education method and evaluation 
method.

Table 3. CQI form from A university

Question Answer Persons

1. 'Why do 
you fill out 
the CQI 

form?

“It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class and improving the class.”

8

“Be prepared because it is an administrative 
procedural task of the school and the duty of 

the professor”

5

2 'What is 
essential 
for the 
CQI form?'

Lecture evaluation results 10

Enhancements 10

Reflection 8

Sample presentation 5

3 'What part 
do you 

want to be 
reflected 
in the new 
CQI form?

Analysis of evaluation results 11

Presenting lecture evaluation results 8

evaluation method presentation 7

learning objectives presentation 4

lesson plan presentation 3

4. Other 

comments

“I want the results of the lecture evaluation or the lesson 
plan to be seen immediately when the CQI is written” 
(Professors A, C, D, E)

“I want the university's competency standards and subject 
goals to be presented” (Professors B, M)

“I would like to be given an example of completing the 
CQI form” (Professors G, F)

“I hope that the results of students' achievements and 
lecture evaluation results will be provided in detail. It 
would be better if the graph was provided”(Professor J)

Table 4. Interview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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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항에 대한 가장 많은 답변은 ‘수업을 되돌아보

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8명)로 나

타났다.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은 강의평가 결과(10명), 

개선사항 작성란(10명), 성찰(8명), 샘플제시(5명)에 관한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3번 문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결과

에 대한 분석(11명), 강의평가 결과 제시(8명), 평가방법

제시(7명), 학습목표제시(4명), 수업계획서 제시(3명)로 

의견을 주었다. 

4.6 CQI설계 방향

문헌연구, 타 대학 사례 및 기존 CQI양식의 문제점, 

교수자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에서의 CQI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CQI를 통해 수업의 전 과정(수업계획, 수업운영, 

수업의 결과, 피드백 등)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계

획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강의계획서를 검토하고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CQI가 연관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역량이 향상되고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가 이루

어지도록 설계하려고 한다. 

셋째, 교수자가 CQI를 작성하면서 충분한 자기분석 

및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CQI작성이 해당학기의 전년도, 해당학기, 차후

년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개선계획, 개선결과, 성

찰, 다음학기 개선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인 강의개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CQI작성을 통해 수업목표의 명확성, 수업내

용의 적합성 및 체계성, 역량별 결과분석, 강의평가 결과분

석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여섯째, CQI작성시 교수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수업

계획서와 강의평가 결과, 평가도구별 성취도 결과를 연동

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일곱째, 종합분석 및 개선계획을 세분화 하여 수업, 평

가, 시설 및 환경, 학습성과, 강의평가 결과, 기타로 나누

어 항목별로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4.7 최종 CQI양식

CQI최종 양식은 다음과 같다. 

“I want the creation period of CQI to be longer than the 
current one week” (Professor H)

"There are many professors who are not sure why they 
write CQI.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he meaning and 

purpose of CQI writing" (Professo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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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QI form 

최종 CQI양식의 주요 항목은 교과목개요, 수업목표, 

수업과정, 평가방법, 결과, 학생성적분포, 강의평가 결과, 

종합분석 및 개선사항으로 구성하였다. 교과목개요에는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였고, 학습목표에는 주

요역량, 하위역량, 구성요소들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교수자가 학습목표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수

업과정에는 일반적인 수업방법을 선택, 혁신적인 교수방법

을 선택, 가상강좌여부 선택,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평가방법도 강의계획서와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필시험, 실기시험, 수행평가, 발표, 참여, 기

타로 구분하였고 학습목표와 평가방법이 기술되도록 하

였다. 평가방법에 따른 결과제시를 통해 각각의 평가방법

이 학습목표별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성

취도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분석을 통해서 평

가도구의 개선방향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성적 분포는 자동으로 연동되어, 각 성적별로 인

원수와 퍼센트가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평가 결과의 경우 중간강의평가, 기말강의평가 결

과가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분석 및 개선계획에서는 수업, 평가, 시설 및 환

경, 학습성과(역량)으로 구분하여 직전학기, 당해학기, 다

음학기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4.8 CQI 전문가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CQI양식은 2인의 교육전문가의 

평가를 받았다. 개발된 CQI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가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목표별 평가방법을 살펴볼 수 있고 직전학기 현

재학기 다음학기까지 지속적인 성찰과 반영사항 확인, 개

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평가

자 A)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본인의 수업을 되돌

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종합분석 및 개선계획이 수

업, 평가, 시설 및 환경, 강의평가, 기타로 세분화되어있어

서 작성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평가자 B)

두 평가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수님들은 CQI작성

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CQI작성과 관련된 샘

플 자료 제공의 노력이 있다면 좀더 효과적일 것이다”(평

가자 A)

“CQI작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고, 강의평가 결과 제공시 결과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래프나, 

학과에서의 순위, 대학에서의 순위 등 구체적인 자료제공

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업목표가 4개 이상일 경우에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혹은 평가방법이 4개 이상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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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여분의 공간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또한, CQI작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안내하여 스스

로의 수업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자 B) 

4.9 CQI 작성 및 운영방법 

A대학은 매학기 우수 CQI보고서를 선정하여 포상 하

고 있다. 많은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CQI를 활용하여 자

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CQI작성이 충실히 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CQI작성을 의무화하여 CQI작성의 참여율과 작

성의 충실도를 높여야 한다. A대학의 경우 CQI작성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서 한 줄로 CQI작성을 마치거나, 

CQI작성을 하지 않은 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

생한다.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CQI 작성을 의무화하

는 것도 교수의 역량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교수자에게 CQI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과 가이

드제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임교원 OT나 교수법 특

강을 활용하여 CQI작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양식이 제공된 다해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다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교수자에게 CQI작성의 

의미, 목적,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샘플을 제

시하거나 우수사례를 보여주면서 진정한 성찰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CQI보고서 관리를 CQI작성 보고서를 그대로 

묶어서 책으로 보관하기 보다는 CQI작성 현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흡하게 작성

된 사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작성을 요구하고 우수작성

사례의 경우는 우수 사례집으로 모아서 교원들에게 제공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CQI작성의 취지

를 살리고 CQI작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교육 환경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 관리 및 

환류가 매우 중요하다. CQI양식 개발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있다. 본 연구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 교수자가 

스스로의 수업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CQI양식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이론적 근거와 방향

을 설정하였다. 또한, 21개 대학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

보고 공통적인 항목들을 도출하여 실현가능한 CQI양식

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교수자 인터뷰를 통해 기

존양식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전문가 검증

을 통해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CQI양식 개발시 수업의 계획, 운영, 

결과, 피드백 등 수업의 전 과정을 평가 및 환류 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최종 CQI양식은 CQI작성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수업계획서, 강의평가 결과를 연동하여 제공

함으로써 교수자가 CQI작성시 수업계획서와 강의평가 

결과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셋째, CQI작성시 교수자에게 수업의 객관적인 결과

(평가도구별 성취도결과, 강의평가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본인의 수업을 분석하는 기회가 되고 충

분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CQI양식의 종합분석 및 개선 계획을 지난학기-

당해학기-다음학기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여 

지속적인 수업의 개선 및 환류의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기존 양식은 다음학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새로 만들어진 양식은 지난학기에 대한 개

선계획, 반영사항, 현재학기에 대한 성찰, 다음학기에 대

한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양식에 비

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

며 당해학기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

정 되었다.

다섯째, 주요역량, 하위역량을 표시하고, 수업 주차별 

역량을 설정하여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

으며, 역량(학습성과)에 대한 결과 및 성찰을 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의 CQI양식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CQI양식 

개발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 주요 항목, 타 대학 

사례 등을 제시하여 향후 각 학교별 CQI 양식 개발에 중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 및 논의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점과 추가

적인 방법론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CQI양식 개발시 타 대학 사례를 모방하기 보다

는 각 대학의 교육가치, 교육체계에 맞는 CQI를 개발해

야 한다. 교육과정이 수업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고 

평가되는지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 및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교수자의 역량과 학습

자의 능력 향상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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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CQI양식을 실제 적용하

여 작성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집하여 수정 및 보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역량의 향상도와 달성도를 수준

별로 나누어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추후에 진행되는 연구

에서는 역량의 향상도와 달성도를 수준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의 경우 모든 학교가 CQI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CQI 대신에 동료평가(peer evaluation)를 통해 

교수자의 역량 향상 및 수업개선에 활용한다. 그러므로 

국내 대학에서도 CQI 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 관리 및 

환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교수역량강화 프로그

램 제공, 동료평가 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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